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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 테크놀로지스(Technologies)사

콜센터 사업으로 일본과 중국의 다리 
역할을 한다.

베이징InterAct테크놀로지스사(北京浩豊時代科技有限公司) 
설립

대일 투자 사업 준비실 개설. 상하이(上海), 톈진(天津)지사 
설립

JETRO 투자 지원 결정

도쿄·아카사카 트윈 타워에 일본 사무소 개설

InterAct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설립

2000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3년

콜센터(call center)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 문의나 서비스 문의에 응하고, 판촉 활동을 한

다. 지리적·시간적 조건에 제약없이 폭넓은 고객층

과 직접 접할 수 있어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메리트가 크다. 관

련 비즈니스를 포함한 시장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

어, 2004년에는 3,122억엔에 달했다. 

중국 베이징시에 본사를 둔　InterAct테크놀로지

스사(北京浩豊時代科技有限公司）는 콜센터 전용 소

프트웨어 개발과 컨설팅 업무 등으로 급성장하는 회

사다. InterAct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은 ‘개

발력’과 ‘저렴한 가격’이 세일즈 포인트다. 이런 강

점을 살려 중국의 최대 가전기업 ‘하이얼 그룹(海

爾集団)’와 PC 최대 메이커 ‘리앤시앙 그룹(聯想

集団)’ 등, 중국내 300 군데가 넘는 콜센터에서 채

용되고 있다. 

동사는 중국에서 IT붐이 일어난 2000년 1월에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Liu Ming(劉明) 회장은 회

사 설립 전까지, 일본 기업인 가와테쓰(川鉄) 정보

시스템의 텔레마케팅부에 근무하였으며, 미국에서

의 컨택트 센터 프로젝트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그

간 소프트 개발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일본·미국의 

기업 문화 등을 배웠다. “일본에서 배운 철저하고 

엄중한 품질 검사 등의 경험이 있었기에 라이벌과

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불과 수년 동안에, InterAct 테크놀로지스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콜센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점유

율 1위로 부상했다. Liu 회장은 그 다음 전략으로,  

InterAct 테크놀로지스는 도쿄 중심부인 구단시타에 
오피스가 있다.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InterAct 사가 유리한 점은 저렴
한 비용으로 고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대표이
사 부사장인 우치다테 유타카 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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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1,500만엔

3명

컨택트 센터(Contact center)를 대상으로 소프
트웨어를 판매, 보수, 개발

Mizuman Bldg. 8F, 2-3-21 Kudan-
minami, Chiyoda-ku, Tokyo

http://www.interact.net.cn/

베이징InterAct테크놀로지스사(본사：베이징, 종
업원 수:77명) 

일본에서의 업무 활동 

설립: 

자본금: 

종업원 수:

사업 내용:

소재지:

URL:  

본사: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내 놓았다. 대일 투자 사업

을 비즈니스 찬스로 본 것이다. 

“Liu 씨 자신,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일본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앞서가는 구미 기

업과 같은 시스템에서도, 가격 면에서는 훨씬 저렴

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승부를 해 볼만하다”고, 일

본 법인 책임자인 우치다테 유타카(内舘豊) 부사장

은 일본 진출의 목적을 설명한다.

중국 본사가 전액 출자를 해 일본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03년 8월이다. 개설 준비 작업은 일본무

역진흥기구(이하, JETRO)의 대일 투자 촉진 사업

(IBSC)에 근거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서포트를 받

아 진행되었다. 오피스가 정식으로 정해질 때까지 

시장 조사와 마케팅 활동의 최전선 기지로서,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JETRO 본부의 대일 투자 비즈니

스 서포트 센터의 오피스 스페이스를 무상으로 빌

렸다.

우치다테 씨에 의하면, “도중에 대일 투자를 계

속할 지의 여부를 몇 번이나 결단해야 하는 산고(産

苦)의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일본 진출 시기가 

하필이면 중국 본토에서 SARS가 유행했던 때라, 

쌍방의 출장도 자숙하였고, 결제 처리가 제대로 되

지 않아 본사로부터 개업에 필요한 자금 송금이 끊

겨버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JETRO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이 오피

스 스페이스를 빌릴 수 있는 기간은 통상 2개월이

다. 우치다테 씨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생을 이

유로 연장 신청을 한 결과, 특례를 인정받았다. “정

말, JETRO에는 신세를 졌다. 덕분에 난국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일본 법인은 콜센터 소프트웨어를 가지지 않았던

Fujitsu(富士通)를 시작으로, 일본의 대기업 메이

커를 대상으로 OEM 판매를 주축 사업으로 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에서의 콜센터 개설 지원과 업무 위탁도 받고 있다. 

대일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만 3년

이 됐다. 중국의 IT계열 벤처기업이 단독으로 일본 

진출을 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InterAct 테크놀로지스사는 신규사업으로 

중국에서 카탈로그로 쇼핑하는 통신 판매 사업에 뛰

어 들었다. ‘直郵生活’이라는 카탈로그를 발행해 주

문판매를 하고 있다. 카탈로그 쇼핑은 일본이 앞선 

분야로, 일본에서의 노하우와 디자인을 참고하는 것

은 물론이고, 일본 법인에서‘상품 선정’까지도 담

당하고 있다. “7월부터 시작해 아직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콜센터 전용 소프트웨어 사업과는 별

도로, 새로운 사업 주축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우

치다테 씨는 의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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