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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elephony Overview

Server Farm

PC

일반전화기

Bandwidth            : 64Kbps(DS0)

Applications          : 개발 및 적용에 어려움

Open & Standard : 폐쇄형 독자 기술

분리구축분리구축
분리운영분리운영

Bandwidth            : 10M, 100M, 1Gbps

Applications          : 손쉬운 개발 가능

Open & Standard : 개방형 호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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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vs. VoIP vs. 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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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elephony의 핵심 기술, IP-PBX

            IP Telephony는 단일 네트워크 인프라상에서  Voice/Video 및 Data 서비스를 통합해 주기 위한 기술로 
            IT839의 핵심 서비스중의 하나

            전화 교환기가 아닌 IP 장비를 사용한 Voice 네트워크 시스템(전화 교환기 기능을 포함한 장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화 교환기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신제품

            한국통신의 차세대망(BcN)과 동일한 아키텍쳐

            인터넷과의 통합을 의미하며, 기술적인 동질성으로 Data Network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점들과 통합하여     
       
            기업/관공서의 통신 관련 업무의 생산성과 관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킹 
            솔루션

            개방형(Open Standard) 아키텍처로 이 기종과의 호환 및 기존의 PBX 보다 저렴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음

응용서비스
화상서비스

음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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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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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 시장 분석

시장시장
현황현황

시장 인식
  - 새로운 솔루션 기대감 > 비용절감 기대 > 부가서비스 통신시장 재형성 
  - 통신 사업자 NGN 구축에 따라, 기업에서 IP Telephony에 관심 또한 IP 전화의 통화 품질 문제 해결

새로운 통신 환경에 대한 변화 모색
  - Wireless 및 다양한 Appllication 필요성
  - 통합 Communication(UC)에 대한 관심

세계 가입자 증가세
  - 2004년 1,030만명, 2005년 1,870만명
  - 2012년 2억 6천 7백만명 예상

국내 가입자 증가세
  - 2006년 88만명 사용, 국내 통신료 매출 1,100억원
  - 2009년 9천 689억원, 장비시장 2천 635억원 예상

시장시장
전망전망

IP 망이 PSTN 기반의 음성 전화 서비스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

KT는 2010년 중반에 현재의 PSTN 음성 전화 서비스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

(전자신문 2003/07/29)

현재 망 구조가 유선/무선,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단일 네트워크로 통

합,

제공되는 NGN, 즉 ALL IP 기반의 단일 Packet망으로 발전할 전망

Application 개발로 고객의 원가 절감 및 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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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BX 도입 배경

고정비용 최소화

신기술 요구 증가

다양한 구성

기존 교환기의 한계

부품 단종, 신기술 없음
용향의 한계
유지보수 고비용

교환기, 키폰, 일반국선, 행망 등 복잡
ARS, VMS, IVR등 부가장비 다원화

CID, 1:1 전화번호
개인별 녹취 관리
통합메시징(UMS)
화상회의, Wireless 등

인원 증감, 부서 이동등에 따른 비용
음성 전용회선(TD) 대여 비용
교환기 등 다양한 시스템 관리 비용
케이블 포설 및 교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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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BX 도입 효과

똑똑한 IP 전화기로 
편리한 통신기능 제공

               
  -CID, Call Waiting, 
   3자통화, 스피드 다이얼            

                          

CRM 제공으로                  
•업그레이드 된기능
  -Call log, 화번호부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업무  생산성 증대

- IVR, 녹취, 음성사서함, 
                 화상회의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

  -효과적 라인 구성, 
    설치 공간 축소

   유지보수 편리성

  -원격관리 및 원격
•   -업그레이드 기능

    사무실 이전 
    사용자 추가 

    
이동시 물리적  작업 
    불필요

   
 다양한 통계 및 편리한   
 관리자  환경 제공

   설치 공사비 절감
       -음성 및 데이터 통신 통합       
                                  

•운영관리비 절감
  -좌석이동, 내선변경등

     통화요금 절감
      내선 구성에 의한 
      국제전화 무료

  투자보호
향후PBX교체필요없음

 -Converged  Application 수용

비용절감비용절감 환경개선환경개선 생산성향상생산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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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교환기와 IP-PBX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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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교환기와 IP-PBX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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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의 기능 요약

모바일 오피스
Wi-Fi(무선랜) 지원으로 사내 어디서든 통화 가능

Voice  메일 및 녹취
각 사용자별 Voice Mail 및 통화 내용 녹음

다자간 통화
기본적으로 3자 통화 또는 그 이상 지원

IVR Systems
안내 메시지 및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해당 내선 연결
업무시간, 평일/휴일에 따른 자동 안내

화상 전화
고가의 장비 도입 없이 손쉽게 화상 전화 지원

지사간 원격 연결
지사 또는 지점(해외)간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을 연결, 모든 사업장이 내선으로
연결하여 무료 통화가 가능함

기타
기존의 PBX의 풀 옵션을 갖춘 엔터프라이즈급

PBX가 지닌 모든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장비

통화료 절감
인터넷 전화를 활용할 경우 최소 30%이상의 통화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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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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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의 특징 및 장점
Hybrid System, 퍼스널 교환기

일반 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자연스러운 결합 그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

LUXSYS의 IP-PBX는 기존의 일잔 번화 회선과 인터넷 망을 동시에 접속하여 경제성과 성능을
최적화 시켜 활용할 수 있는 Hybrid 시스템입니다.

IP Telephony 기술을 적용, Voice, Data 통합망을 구축하여 IP 기반 위의 다양한 Application을 
적용하여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통신 인프라 단일화에 따른 직/간접 유지보수 비용 및 
경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높은높은
호환성호환성모든 Vender의 단말기를 운용 가능

원격지 사무실마다 IP-PBX의 설치 없이 내
선으로 무료 통신 가능

스토리지, 서버, 네트웍장비,
소프트웨어, 케이블링, 회선등

Management Software의
한글화로 손쉬운 장비 운용

어바이어, 시스코, 노텔등 타사
장비에 비하여 매우저렴

내선변경에 따른 Voice Cable 재구성
불필요 및 장비의 원격 점검 가능

NATNAT
지원지원

다양한다양한
부가수익부가수익
창출창출

유지보수유지보수
원가절감원가절감

저렴한저렴한
가격가격

한 글한 글
지 원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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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SYS IP-PBX vs 경쟁사 IP-P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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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SYS IP-PBX vs 경쟁사 IP-P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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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SYS IP-PBX vs 경쟁사 IP-P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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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SYS IP-PBX vs 경쟁사 IP-P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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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 AMP Manger Softwar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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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sys IP-PBX 기능요약

◈ 발신번호 표시 기본 지원

 ◈ ARS 기능 기본 탑재

◈ 착신 전환

◈ 통화 보류/검색

◈ 통화 픽업 그룹

◈ 회선별 통화 상태

    (통화 시간, 상태, 수)

◈ 전화별 특수 링

◈ 내선 이동성 지원

◈ 모든 종류의 IP Phone 지원

◈ 핸드프리/전이중 스피커폰

◈ 단축 다이얼

◈ 보류중 음악 발송

◈ 단축 기능

◈ 회의 통화 지원

 ◈WEB 관리 기능 지원

 ◈ TTS 기능 제공으로 

     ARS 멘트 수정 용이

◈ 내선 번호 연결 및 

    음성 인식 기능 지원

◈ 한글 소프트웨어 지원

◈ 기존  PBX의 기능 지원

◈ 무선 IP PHONE 지원으로 

     장소 제한이 없음

◈ 다양한 국선 지원 (Option)

    (4CH/8CH/16CH/E1)

 ◈ IP Video 폰 지원으로 

    영상 통화 가능

 ◈ IP V4/IP V6 완벽 지원

 ◈ NAT 후단 완벽 지원



www.luxsys.net

제품소개 – Luxsys IP-PBX

운영비 절감
 - VOIP 망 사용으로 기존 전화 대비 저렴한 통화료
 - 전국 단일 요금, 가입자간 무료 통화, 내선 무료통화
 - KT, HANARO, SK, SAMSUNG등 빌링 시스템 선택 가능

전세계 무료 내선 통화
- 사내는 물론 시외 및 국제 통화시 내선  통화  무료  
- 지역에 상관없이 지사간 무료통화
- PBX TRUNK 및 PBX-PHONE간 TRUNK 지원 

다양한 코덱 제공
-H.323, SIP등 모든 코덱지원

폭넓은 호환성
- 아날로그 국선(PSTN)과 VOIP 선택 사용 가능
- 인터넷 연결 불가능시 자동으로 PSTN 라인 이용

CID, LAN등 기본 제공

간편한 유지보수
- 원격 서비스 지원 및 재설치 CD 제공

자체 ARS 기능 제공
- 자체 ARS 기능 제공으로 자동 교환 서비스 제공
- TTS 기능 지원 및 음원 파일 업로드 가능

통화 내용 녹취 기능 제공으로 콜센터 TM등에 적용 가능
Wireless LAN  과 연동하여 유/무선 통합 기능제공

주요 기능 및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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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Luxsys IP20/5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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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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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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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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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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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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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 활용 사례 – 무역업체 및 지사연결

LA

Santiago

Sydney

Dubai

Johanesburg

Beijing
Seoul

각 지사에 IP-PBX를 설치한 후 
TRUNK 기능을 이용하여 국제 
시외 상관없이 내선 통화로 통화
요금 미발생 

해외 출장시에는 IP Phone만 인
터넷에 연결하면 내선 및 국내 
통화 가능함

해외의 주요 거래처간 Trunk 기
능을 이용할 경우 모든 통화 무
료 사용

지역 상관없이 NAT 기능 지원으
로 해외에서도 국내 사용 요금 
기준으로 부과됨.

거래처에 IP PHONE만 발송한 
후 IP PHONE으로 전화를 할경
우 모든 통화 무료 사용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본사와 시외의 지사간 TRUNK 기능 사용으로 
모든 통화 무료 사용

키폰 구축 비용으로 IP-PBX  구축 가능

소규모 지사의 경우 IP PHONE만 설치하면 내
선통화및 모든 통화 가능

기존 통신료에 비해 30%이상 저렴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SMS 및 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가맹점 관리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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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 활용 사례 – 콜센터 및 TM 구축

ARS를 이용한 인력의 효율적 
관리

CTI 기능을 이용한 고객 접촉의 
효율성 증대

CRM 기능으로 고객 관리및 빠
른 고객 응대 가능

녹취 기능 기본 제공으로 고가의 
녹취 장비 없이 녹취 제공

통신비 절감으로 운영 비용 절감

자리이동 및 내선 구축시 기존 
방식에 비해 저렴한 구축 비용

IP Phone을 이용한 재택 근무 
가능(근태 및 통화내역등의 직원 
관리 가능함)ARS

고객
관리

녹취
기능

CTI

통신비
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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