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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ANKOOK Corporation
왜 한국코퍼레이션과 함께하면 다를까?
한국코퍼레이션의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지리적 영역의 제약없이
글로벌 통합 컨택센터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Rusia
Canada
Europe

Korea

United States

China

www.besthc.co.kr
02-3401-4114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

Australia

한국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최초의 기록

1991

2005

2007

1991 국내 최초 DB마케팅 도입 컨택센터 아웃소싱 비즈니스 개발
2005 업계 최초 코스닥 시장 상장 CRM 비즈니스 선도
2007 업계 최초 ‘헬스키퍼’ 제도 도입 시각장애인 정규직 채용

수상, 인증,
특허 내역

2011

2017

2018

2011 아시아 태평양 최초 TSIA, EOS(최우스 서비스 운영) 인증 획득
2017 업계 최초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
2018 국내 최초 Amazon Connect 기반 컨택센터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우수기업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고객센터 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국마케팅학회, 한국마케팅프로니어 대상 - 시장선도 부문
·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우수콜센터 선정(기아자동차 13년 연속 등 다수 선정)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 콜센터 서비스분야 KS서비스 인증
· ISO 9001:2008 인증
· TSIA(Technology Service Industry Association) ESO(Excellence in Service Operation) 인증
· 음성분석솔루션 V-clip 특허 획득
·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

HANKOOK
Corporation

클라우드 컨택센터 공동사업

Integration Solutions

Amazon Connect
편리한 사용,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CRM 솔루션 및 컨택센터 사업 전문 업체, 한국코퍼레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문 업체, AWS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전문 업체, 메가존 클라우드

Amazon Connect는 모든 기업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방식의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입니다. 셀프 서비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통화 흐름을 설계하고 상담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Tele-Talk

3사 공동으로 클라우드 컨택센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HANKOOK Corporation
쉬운 설정 및 관리

확장성 및 탄력성

Console에서 몇번의 클릭만으로 상담원은
몇분내에 통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종량 과금제

구축이나 관리에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고,
통화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영역
클라우드
컨택센터 플랫폼
개발

한국코퍼레이션 솔루션과 Amazon Connect을 패키징하여
양사 공동 브랜드로 한국 시장 최초의 Amazon Connect 기반의
클라우드 컨택 센터 구축 사례 확보

클라우드
컨택센터 구축

AWS를 사용하는 국내 2만여 잠재고객 대상 공동 마케팅 및
영업 활동

Migration &
컨설팅

한국코퍼레이션 클라우드 CRM 플랫폼은 Amazon Connect와 3rd Party 솔루션을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컨택센터를 제공합니다.

기존 고객 중 감가상각이 끝나 신규 인프라 도입 예정이거나
4차 산업 기술(AI/Big data)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및 컨설팅 진행

온디맨드 서비스로서 귀하는 장기 약정이나
선불 요금 없이 Amazon Connect 사용량을
분 단위로 결제합니다.

안정성

오픈 플랫폼

전 세계의 16개 리전과 42개 가용 영역
에서 운영되는 입증된 인프라인 Amazon
Web Services 상에서 구동됩니다.

오픈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고객 관계 관리
(CRM) 솔루션이나 AWS 플랫폼 등과 같은
기타 시스템과 쉽게 통합됩니다.

다년간의 콜센터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기반 설계를 통해
채팅 상담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콜센터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설계
기능성

· 다양한 기능 제공
- 1 : N 멀티상담 지원,
다양한 라우팅 기법 제공
- 상담현황 모니터링,
다양한 통계데이터 제공

AI 감성분석
솔루션

확장성

· 카카오톡, 라인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기존 고객정보 연계 구성
· 기존 고객센터 CTI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합 콜센터 구성 지원
·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연계 지원

감정 커뮤니케이션 AI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감성도를 분석하고 점수화하여 관리하는 지능형
솔루션으로 유선상담내용의 자동 분석을 통해 보다 정량적인 상담품질 관리로 상담품질 향상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rbis AI

Megazone Cloud

100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한국코퍼레이션 클라우드 CRM 플랫폼
한국코퍼레이션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CRM 플랫폼에 Amazon Connect 및 외부 AI / Big Data 어플리케이션을 완벽히 통합하여
한국시장에 최적화 된 클라우드 컨택센터를 공급합니다. 그밖에 고객 요구 사항(ex. 커스터마이징 상담화면, 고객 자체 시스템 통합 등)
을 손쉽게 반영하여 고객친화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합니다.

Amazon Connect 기반

최상의 성능

· 안정성/확장성
· 원가 절감
· 낮은 설비 유지 비용

· 고품질 녹취(16K, 스테레오)
· 사용료만으로 최신 설비 유지
· AWS 안정성(넷플릭스사례, 99.99%)

상담품질 향상

국내 최초 & 최대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로 다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서비
스와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축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환경 및 외부 환경까지 대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에서부터 컨설팅, 구축, 운영까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클라우드 라이프라이클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성, 말 속도, 묵음 등 5가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담품질 제고 가능

AI STT 솔루션
ACTION POWER
Consulting

Implementation

Enterprise
Support

운영관리 자동화

· 지능형 상담 품질 관리
· 상담 내용(금칙어, 필수어 등), 감성분석,
고객만족 분석

· 기본 통계 및 다양한 통계 제공
(시간 / 일 / 주 / 월 / 년별 분류)
· 통계 리포트 자동 생성

Cost
Optimization

Billing

Education

분석 결과 레포트 자동 생성, 상담현황
모니터링, 다양한 통계데이터 제공

고객 만족도 평가
고객의 감정상태의 변화 분석, 감정변화
분석 결과에서 고객 만족도 결과 유추

AI 딥러닝을 통한 음성인식 텍스트 변환 솔루션으로 상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어 불필요한 후처리 업무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Management

Machine
Transcription
상담품질 향상

자동 레포팅

ISMS
Certification

·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 키워드 추출 / 관리
· 키워드 검색
· 단어별 정확도 리뷰
· 오디오 / 스크립트 관리

Predictive
Analysis
· 음성/통화 내용 분석
· 특정 이벤트 분석
· 주체 분류

Dashboards
· 결과물 수정 및 저장
· 개방형 대시보드
· 시스템 통합 용이
· 고객 맞춤 분석 및 디스플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