“Keen to Market, Obsess to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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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 (APCCAL 한국대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의 콜센터 산업 교류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고객센터 산업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고객센터산업연구소 정기주 소장입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고객센터 리더들의 협의체인 APCCAL의 한국 리더로서,
회원국간 최대 국제 교류의 장인“제 6회 APCCAL EXPO”개최권을 한국에 유치하였습니다.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와 연계한 본 행사는 국내 참가자와 해외참가자

천여명이 함께하는 컨퍼런스와 기술전시회를 메인으로 하며, APCCAL의 대표자 회의,
해외 참가자 한국 문화체험, 갈라 네트워킹, 우수고객센터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행사가
CIRC
정기주 소장

연계되어 개최됩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콜센터 운영 및 기술정보를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등)에
널리 홍보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금번 EXPO는 아시아 각국 사회의 영향력있는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의 우수하고 다양한 한류 문화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 정립 및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2013 APCCAL EXPO & 한국곡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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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AL (Asia Pacific Callcenter Association Leaders)
한국 고객센터 산업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 환태평양 고객센터 협의체인 APCCAL 의장으로서, 오는 11월 11~13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6회 APCCAL EXPO"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본 EXPO는 아태지역 콜센터(고객센터, 컨택센터)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업 축제이며, 베이
징, 쿠알라롬프르, 홍콩, 자카르타, 마닐라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기존 대회에서 참가자들로부터 국제적 네트워킹, Best Practice 학습, 새로운 문화 파
트너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EXPO와 연계된 시상식
에서 수상받는 각국의 단체, 개인들은 열정적으로 고객의견을 청취하고, 배우고, 피드백하여 우수
APCCAL
Sidney Yuen 의장

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의 CIRC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 추진팀이 APCCAL 컨퍼런스 & 전시회는 물론 Brad Cleveland 초청 특강,

International Gala Networking, 문화연수, 콜센터 벤치마킹 등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고객서비스 전문가로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운영경험의 국제적 공유, 자사의 운영
과 글로벌 표준과의 비교, 보다 나은 도약의 기회에 부합하도록 본 EXPO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권
유 합니다.
그럼,11월에 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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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일시 : 2013년 11월 11일 ~ 13일 (Conference & EXPO 는 12일에 개최)
장소 : 서울지역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예정)

주최 : APCCAL (Asia Pacific CallCenter Association Leaders)
주관 : 한국고객센터산업연구소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외
참가규모 : 약 1,000인 (국내참가자 700인, 해외참가자 300인)
일정별 프로그램 계획
일정
APCCAL 대표 회의
해외 참가자 문화연수
Special Seminar
APCCAL Conference & EXPO
갈라 네트워킹(국제교류 네트워킹)
국내 우수기업 벤치마킹

참석범위
APCCAL 대표
해외 참가자
국내/해외 참가자
국내/해외 참가자
국내/해외참가자
해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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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12일(화) 13일(수)

오전
오후

오후
전체
저녁
전체

Main Program – 국내외 참가자
Special Seminar
With Brad Cleveland

APCCAL
Conference & Expo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13:30 ~ 18:00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08:30 ~ 18:00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18:20 ~ 21:00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4층 (예정)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본관 2층
그랜드 볼룸(예정)

• 강사 : Brad Cleveland
(미국 ICMI 대표)

• 주요 프로그램
- Keynote (해외 저명인사 2인)
- 패널토의 (APCCAL 대표자)
- 3가지 주제의 세션발표
- 기술 및 기자재 전시회

• 주요 프로그램
- 한국 문화공연/기타 초청공연
- 시상식 (11개 각국 대표기업)
- 저녁만찬 및 국제 네트워킹

• 주제 : “콜센터 관리의 핵심인
서비스레벨과 품질에 대한 마스터!”
• 참석범위 : 콜센터중간/고급관리자
(60인 국내외 참석자)
• 기타
- ICMI-CIRC 공동 수료인증
- Brad Cleveland 저서 제공

• 참석범위 : 천여명 국내외 참석자
- 콜센터 운영기업 담당자
- 콜센터 기술기업 담당자
- 교육/아웃소싱 컨설팅기업
- CS등 기타 관련 업계/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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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디너 네트워킹

• 참석범위 : 300여명 국내외 참석자
- 국내외 고객센터/콜센터 부문
대표자/임직원 등

Sub Program – 해외 대표자 및 참가자
APCCAL 대표자 회의

해외 참가자
한국 문화연수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09:00 ~ 13:00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13:00 ~ 19:00

• 일시 : 2013년 11월 13일(수)
10:00 ~ 16:00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본관 2층
Crane룸 (예정)

• 장소 : 경기도 일대

• 장소 : 서울 및 경기지역 고객센터

• 참석 : 약 200인 해외참석자

• 진행 핵심사항
- 한국 고객센터 우수성 홍보
- 상호 교류기반 마련
- 운영표준 현황 및 아이디어 공유

• 참석 : 약 20인
(APCCAL 각국대표 13인 외)
• 주요 논의사항
- 제 7회 APCCAL 개최국 결정
- APCCAL 의장 선출
- 사무국 운영방안 토론/기타 협의

• 주요 프로그램
- 주요 관광지 및 문화 시찰
- 멤버십 트레이닝 프로그램

한국 우수 고객센터
벤치마킹

• 참석범위 : 120여명 해외 참석자
(40인, 3조로 진행)
• 주요 방문업체(안)
- 공공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운영기업 (금융, 보험, 통신 등)
- 아웃소싱 /교육 컨설팅 기업
- 기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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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AL Expo &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08:30 ~ 18:00
○ 장소 : 서울지역 (그랜드힐튼 컨벤션 센터 4층 예정)
○ 프로그램 운영(안)
시간

발표주제

08:30 ~ 09:00

등록

09:00 ~ 09:30

Opening Ceremony
- 한국홍보 동영상 시연, 개회사 (APCCAL의장, 한국고객센터산업연구소장), 축사 (해외고객센터 저명인사, 국회의원)

09:40 ~ 10:20

Keynote 1 - Brad Cleveland (ICMI Representative)
“How to keen to Market and Obsess Customers in the Call Center?”

10:30 ~ 11:10

Keynote 2 - Sidney Wuen (APCCAL Chairman)
"Current Situations, Progress Directions, and Alligence Strategies of Asia Pacific"

11:20 ~ 12:00

Panel Discussion - Potentials of The Great Chinese Call Center Markets - Moderated by Sidney Yuen
(CNCCA, Taiwan, Mike, James)

12:00 ~ 13:10

네트워킹 만찬/전시회 참관
Overseas Trends

Management & Strategy

Enabling Services

13:10 ~ 13:50

“필리핀 콜센터 시장의 이
해와 진출 방안”
<CCAP – Philippine>

인연을 소중히 하는 교원L&C고객
센터 이야기
<교원고객센터 이미숙 팀장>

Upgrading a Callcenter to CRM Center
<공영DBM 김정수 대표>

14:00 ~ 14:40

“인도네시아 콜센터 산업의
미래와 도전”
<ICCA –Indonesia>

고객센터 지식관리시스템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
<교보생명 홍병선 차장>

The Value of Interaction Process Automation
<ININ Rachel Wentink, Senior Director>

14:50 ~ 15:30

“콜센터 산업 및 비즈니스 환경”
<CCAM –Maylesia>

공공기관의 CRM센터 구축 사례
<국민건강보험 이종남 부장>

“Smart Contact Center“
<넥서스커뮤니티 박찬선 부사장>

15:30 ~ 16:00

Coffee Break &International Networking / 전시회 참관

16:00 ~ 16:40

“홍콩 콜센터 비즈니스에
대한 SWOT 분석”
<HKCCA-Hongkong>

저성장 시대의 고객센터 운영전략
<STM컨설팅 정미경 대표>

“스케줄링 및 WFMS 활용”
<엠피씨 송만희 부장>

16:50 ~ 17:30

“호주 콜센터 산업의 이해”
<CCMA, ATA –Australia>

Qality Assurance 기법
<코어컨설팅 박종태 대표>

고객센터 경영의 성과지표
<메리츠화재 유석용 팀장>

17:30 ~ 18:00

폐회 및 기념품 증정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세션에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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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AL Expo (전시회)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08:30 ~ 18:00
○ 장소 :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4층 (예정)
○ 참석 : 국내외 참석자 1,000여명 (국내 700인, 해외 300인 예상)
○ 부스규모 : 3*3 부스 약 10개 (예정)
○ 주요 전시 품목
- 고객센터 솔루션 (CTI, PBX, IVR)
- 고객센터 기타 기자재 (헤드셋, IP폰)
- 소프트웨어 (소프트폰, WFMS)
- 사무가구 및 환경시설 (가구, 소음방지 등)
- 상담사 헬스케어 제품 및 시설
- 고객센터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 기타 업체 제품 및 이미지 홍보
-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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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 네트워킹 디너
아시아 11개국 콜센터 관계자들간 국제 네트워킹 및 문화교류!!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18:20 ~ 18:00
○ 장소 :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본관 2층 그랜드볼룸 (예정)

○ 참석 : 국내외 고객센터 관계자 250여명
○ 프로그램 운영(안)
시간

주요 프로그램

18:00 ~ 18:20

등록

18:20 ~ 18:40

Opening, 한류 전통공연

18:40 ~ 19:40

만찬 및 국제교류 네트워킹

19:40 ~ 20:10
20:10 ~ 21:00

APCCAL 시상식
(11개 회원국 우수고객센터 및 기업)
문화공연 및 참여 프로그램,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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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스패셜 세미나

(With Brad Cleveland)

“Mastering the Heartbeat of Call Center Management: Service Level with Quality”
“콜센터 관리의 핵심인 서비스 레벨과 품질에 대한 마스터 학습!”

콜센터 업계의 세계적인 대가인 Brad Cleveland와 함께하는 본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세미나 중의 하나입니다.
서비스레벨과 품질에 대해 다루는 본 주제는 효율적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포함하며, 세계적 컨설팅 경험을 가진
강연자와 함께 실무에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원칙들을 살펴봄으로써,
급격히 변화하고 다이나믹한 운영환경에서의 성공의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세미나 개요]
Brad Cleveland
(ICMI 대표)
▹ 고객전략 및 관리 부문
세계적인 대가
▹ 주요 고객사 및 컨설팅 :
AMEX, 애플, 코카콜라,
HP, 미국/캐나다/독일 정부
▹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강연/컨설팅/기고

▹ 일시 : 2013. 11. 11(월) 13:30 ~ 18:00 [4시간]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예정)
▹ 주제 : “Mastering the Heartbeat of Call Center Management
: Service Level with Quality”
▹ 참가대상 : 콜센터 운영 및 기술기업 관리자급(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 참가자 특전 : ICMI-CIRC 공동 수료 인증, Brad Cleveland 저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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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가 비용
구분
컨퍼런스

일반

1사
5인 이상

1사
10인 이상

220,000

190,000

160,000

컨퍼런스
(11월 12일)

포함사항
자료집, 점심식사, 커피,
전시회참관, 기념품
자료집, 점심식사, 커피,

컨퍼런스 & 갈라디너

300,000

270,000

250,000

전시회참관, 기념품,
갈라디너 네트워킹(문화공연,
저녁식사, 국제 네트워킹)

스패셜 세미나

스패셜 세미나
350,000
(11월 11일)
○ 상기 금액은 부가세가 별도로 없습니다.

320,000

300,000

자료집, 강연자 저서, 커피

○ 참가신청 마감기한 : 11월 4(월)
* 스패셜 세미나(70인), 갈라디너(200인)는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2013 APCCAL EXPO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callcenter.or.kr/conference2013/)

[기타 신청관련 문의]
한국고객센터산업연구소 나미나 연구원
(전화 : 062-530-0281, 팩스 : 062-530-5119, 이메일 : nmn@call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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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AL (Asia Pacific CallCenter Association Leaders)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표하는 각국의 고객센터(콜센터, 컨택센터, 텔레마케팅)
협회 단체장들의 협의회 (* 한국고객센터산업연구소의 정기주 소장이 한국대표로 활동)

창립목적 : 아시아 각국의 콜센터 관련 산업정보 공유와 및 실제적 교류를 통해
회원국의 콜센터 산업 상호발전 도모

창립시기 : 2007년 중국 하이난 섬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립됨.
APCCAL EXPO : ‘2008 베이징 EXPO’가 최초이며, 연1회 공개유치경쟁을 통해
개최국을 결정함. 매회 각국 200~300여명의 해외 참석자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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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현황 (11개국 + 2개국)

중국(CNCCA)
홍콩(HKCCA)
한국 (CIRC)
태국(TV
Direct
Publishing
Company,
OM, Limited)

대만(TCCDA)
베트남(N/A)
말레이시아
(CCAM)

필리핀(CCAP)

호주 (CCMA)

싱가포르(CCAS)
인도네시아(ICCA)

호주 (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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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CCINZ)

2

회원국별 진출 및 교류 필요성
한국은 13개의 APCCAL 회원국 중 중국 다음의 2위 경제 대국임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들은 내수경제 기반의 수입 의존국임
(Source : E-forecasts; Asian Development Outlook October 2012,
Key indicators 2012 (ADB))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국의 인적자원 및 기술에 대한 이미지가 대체로 양호함
(일부 국가들은 한국을 Role Model로 삼고 있음)
한국의 수출 및 홍보 채널로 APCCAL EXPO를 적극적으로 활용가능

주요 수출 가능 품목 : 콜센터 관련 인프라/장비, 고급 IT기술, 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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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별 진출 및 교류 필요성
주요 수출 가능 품목 : 콜센터 관련 인프라/장비, 고급 IT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제품

교환기술

PBX, VoIP, ACD, ACS, ANI 등의 교환 관련 기술

음성기술

녹취장비, IVR, VRS, SVS, VPS, TTS 등의 음성 관련 기술

메시징기술

Screen, Pop, VMS, FMS, UMS, FOD, TTF, ERMS, MMS, UCS 등 기술

CTI기술

PBX 또는 UnPBX기반, CTI, CTI middleware, PDS 등의 CTI 관련 기술

기술

콜센터관리기술
Agent 관련 기술
DB 관련기술
고객센터
전산 및

CRM App, WFMS, 품질모니터링시스템,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Learning System 등의 콜센터 관리 및 Performance 관련 기술
상담원 Business App, 소프트폰, Desktop 등의 상담 Agent 기술
고객/제품 데이터 Warehouse System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술

상담실 전산 및
콜센터 지원장비

컴퓨터 및 모니터, 헤드셋 및 전화기, 기타 상담원 지원설비, 전광판 TV, 랙환경 등

콜센터 환경설비

콜센터 책걸상, 파티션, 소음방지 등 환경조성

환경설비
기타 주변 기기
운영
기술

냉장고, 가습기, 공기청정기, TV 등 휴게시설 관련 기기

콜센터운영

콜센터 전략/ 인력/조직운영관리, 프로세스/콜센터 운영관리, 교육, 마케팅 관련

콜센터서비스

관공서, 금융(은행, 카드, 증권, 기타), 유통, 통신 등 업종별 콜센터 서비스 전략
및 운영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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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AL 주요 활동
정례 대표자 회의 : 의장주관의 텔레컨퍼런스로 2개월마다 진행.
APCCAL Conference & EXPO
- 연 1회 개최하며, 회원국마다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올해는 제 6회째이며, 우리나라에서 개최
- 대규모 기자재 전시회 연계개최

각국의 우수 고객센터 벤치마킹 및 상호정보 교류
- 2012년 홍콩 연수단 한국 벤치마킹 방문
APCCAL 아시아 베스트 콜센터 기업 수상

- 현재는 각국의 선정 및 추천방식을 존중하나,
향후 표준화 된 기준을 정립할 예정임
기타 회원국간 문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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