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limited Connectivity,
Samsung Enterprise Convergence

중소용량
Unlimited Connectivity,
Samsung Enterprise Convergence

네트워크사업부 Enterprise B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E-mail : snowy.lee@samsung.com

▶ 서비스문의 : 1577-3366
▶ 교육문의 : (031) 279-4953
▶ 제품문의 : (031) 279-1206
www.samsungEnterprise.com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16년 4월 기준이며, 성능 개선으로 인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P-PBX Solution

OfficeServ7400 / 7200

04

SCM Compact

OfficeServ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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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ompact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최적화된 All-In-One IP-PBX 로서

OfficeServ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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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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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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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erv Commun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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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신 무선기술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시 차별화된 기능을

WE VoIP (FMC Client) / OfficeServ CNF24

13

지원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OfficeServ Operator / OfficeServ Open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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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erv EasySet

15

결합하여, SMB 환경에 최적화 된 혁신적인 통신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새롭고 수준
높은 기업 통신의 세계, 삼성전자가 이끌어 갑니다

주요기능 및 특장점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춘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 확보

주요 부가서비스 기본 탑재로 TCO 절감

•기가이더넷(GbE) 포트 이중화 지원으로 안정성과 가용성 확보
•전원 이중화로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

•별도의 서버 설치 없이 VMS / AA / 녹취 / Meet Me Conference /
Premium CID 기본 탑재

•서버 재가동 없이 전원공급 중 옵션 카드 탈/실장 가능 (Hot Swap 지원)

•메신저와 같은 Collaboration Application 연동이 가능한 링크 서버 내장

Mobile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 지원

중소 기업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휴대폰 번호로 발신 했을 경우 내선으로 자동 전환하여 통신비 절감
(Smart Routing)
•모바일에 특화된 Samsung Voice Engine 적용
•WiFi ↔ Mobile Network 간 끊김 없이 통화를 자연스럽게 연결
(Smart Handover)
•공간적 제약이 없는 Mobile UC로 업무 효율성 제고
•통화 중에도 IP Phone과 스마트폰 간 자유로운 호 전환
(Easy Call Move)

•안전한 세션관리제어를 위한 SBC 기능 (NAT 및 NAT Traversal) 내장
•음성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TLS, sRTP 등 음성 신호 암호화
•MAC, IP, ID/PW 등을 통해 사용자 인증 및 접속 제한으로 통합 보안 관리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삼성전자가 다년간 쌓아 온 기간망 사업경험, 모바일 핵심 기술력이 IP전화 기술과

투자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OfficeServ7030

새로운 비즈니스와 가치 창출의 핵심삼성전자가 선사하는 커뮤니케이션 경쟁력!

중소규모의 기업에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초기

OfficeServ7070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디자인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1U Size (44mm)의 Slim한 본체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주요사양
구 분

User 수

System Capacity

IPX-S300B

IPX-S300BP

IP

512

512

Analog

256* (512**)

256* (512**)

Gateway

32

32

BHCC

18,000

18,000

CPS

5

5

Concurrent Call

150

150

MOH Channel

100

100

SIP Trunk

128

128

Conference Channel

32

32

UMS Channel

32

32

Ethernet

Ethernet, Power

Redundancy (이중화)
* 확장 캐비닛(IPX-G520S, IPX-G520SP, IPX-G540S)을 연동할 경우임.
** 게이트웨이(IPX-G500 시리즈)를 연동할 경우임.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IP-PBX Solution

03

OfficeServ7400/7200

중소용량

SCM Compact

SCM Compact

핵심기능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중소형 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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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ompact

OfficeServ7400/7200

OfficeServ7400 / 7200

OfficeServ7070

삼성 Officeserv7400 / 7200은 100~400 회선급 차세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으로서 IP Phone,

멀티미디어 통신 환경 제공

•Rack을 추가하여 용량확장이 가능하며, OfficeServ 제품간 IP
네트워크킹 지원
•OfficeServ7400의 경우 OfficeServ7200을 확장 Rack으로 사용 가능

•IP 비디오 폰, 멀티미디어 IP 소프트폰을 통한 화상회의 기능
등의 기업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하나의 통합된
멀티미디어 통신 환경을 제공

통합된 통신 환경 제공

•NAT 환경에서 별도 추가 장비 없이 재택 솔루션 제공

•음성 통화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

안정된 Mobile Communication 실현

차세대 플랫폼

•FMC Client와 연동하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기능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음성 품질을 제공

•IP 기반의 Feature 서버를 통해 메일 서버, SIP 서버, VoIP
기능을 통합한 순수 IP 솔루션 제공

국선

내선

데이터

확장기준

내선/국선 종류
아날로그 국선
PRI 국선
SIP 국선
SPNet 포트
일반 전화기
디지털 전화기
삼성 IP 전화기
삼성 FMC Client
SIP 전화기
라우터 모듈

OfficeServ7400

OfficeServ7200 (MP20)

256
256

64

224
480
480
480
480
256
480
GWIMT : T1 / E1, T3 / E3, HSSI, 1 Gbps Ethernet 지원

128
128
128
64
128
-

128

스위치모듈

GSIMT : Giga Ethernet 10 Port / L3 Switch / GPLIMT : Giga Ethernet 2 Port & 10 / 100 BaseTx 12 Port / PoE지원
PLIM : 10 / 100 Base Tx 16 Port / PoE지원

Mobex Basic
Mobex Executive

400
256

120
64

크기 (mm)

1Rack : 440(W) x 223.8(H) x 410(D)
2Rack : 440(W) x 447.6(H) x 410(D)
3Rack : 440(W) x 671.4(H) x 410(D)

1Rack : 440(W) x 123.8(H) x 410(D)
2Rack : 440(W) x 247.6(H) x 410(D)

사용전원

입력전원 : AC 110, 220 V (Free Voltage)
외부배터리 : DC 48V / 40 AH, MAX

입력전원 : 220 V, 60 Hz
외부배터리 : DC 48 V / 40 AH, MAX

기타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Media Proxy 기능

구 분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OS7400 최대 권장사양

주요사양

시스템 확장성

•아날로그 폰, 디지털 폰, IP 폰, IP 소프트 폰, FMC Client 등
모든 종류의 단말을 수용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규격 준수

내선
128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OS7200 최대 권장사양

주요기능 및 특장점

다양한 단말 지원 및 특화 기능 제공

국선
64

내선
480

국선
256

OfficeServ7030

OfficeServ7400 / 7200

Router와 Gigabit Switch, 방화벽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오피스 환경을 위한 차세대 IP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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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ompact

중·소형 용량대 고객을 위한 내장형 부가 기능

확장성

ㆍ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Voice Mail, Auto Attendant, CID 기능을 지원
ㆍMisoellaneous (Internal MOH1, External MOH1, Paging1,
Contact2) 탑재

ㆍ4 회선 단위 증설로 다양한 회선 대 구성 가능
ㆍOfficeServ7000시리즈와 Spnet Networking 지원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

VoIP 지원

또한, 중·소형 사무실에 필수적인 CID기능, Auto Attendant, Voice Mailing Service등 과도한 통신 시스템

ㆍ별도의 추가장비 없이 VoIP 8 채널 지원
ㆍSIP Trunk 지원을 통해 인터넷 전화 사업자와 연동하여 통신비
절감 가능
ㆍIP Network를 통한 재택근무 Solution 제공
ㆍ분산 사업장 간 VoIP 통합망 구축 가능

이제 귀사에 맞는 최적의 맞춤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삼성 OfficeServ7070으로 최적화된 맞춤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귀사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십시오.

ㆍ고객 비지니스 강화를 위한 타사 솔루션과 연동 위한
Open TSP Driver 제공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단말 라인업

OfficeSer 7030

기존 통신 인프라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구축으로 귀사의 소중한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OfficeServ7070

삼성 OfficeServ7070은 50명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형 사무실에 최적화된 IP-PBX로 VoIP통신 뿐만 아니라

OfficeServ7400/7200

OfficeServ7070

주요기능 및 특장점

ㆍIP폰, Video폰, SIP폰, Softphone, 삼성 FMC Client,
Digital폰, Analog폰 지원

Easy Installation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강력한 관리 기능

ㆍ기존 PBX의 통화 관련 기능 100% 구현
ㆍOfficeServ7000시리즈와 동일한 플랫폼 사용으로 친숙한 설치
ㆍ단일 캐비닛 구조이며, 벽걸이 형태로 설치 가능
ㆍUniversal 슬롯에 다양한 서비스 보드 확장 가능
ㆍ중·소규모 사무실 공간에 적합한 세련된 디자인

ㆍ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 / 가져오기
ㆍ패키지 업로드
ㆍTelephone 설정 기능
ㆍVoice Mail / Auto Attendant 설정 기능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주요사양
구분

Specifications

기본 회선 용량
일반 전화기 8 회선 + 디지털 전화기 4 회선 + 아날로그 국선 4 회선

크기(mm)

425(W) x 87(H) x 315(D)

Basic
System

Power

135 Watts

CPU

M82511 375 MHz Dual Core

Memory

128 MB SDRAM,
512 MB NAND Flash

구분

국선

내선

사용전원

입력전원
- AC 200 ~ 240 V, 3 A, 60 Hz
외부 배터리
- DC 48 V, 4 A

기타

내선/국선 종류

확장기준

아날로그 국선
PRI 국선
SIP 국선
SPNet 포트
일반 전화기
디지털 전화기
삼성 IP 전화기
삼성 FMC Client
SIP 전화기
AA Port (G.711)
VM Port (G.711)
MGI Port (G.729)

28
30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최대 회선 용량

8
44
36
32
8
32
4
4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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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Compact
OfficeServ7400/7200

OfficeServ7030

OfficeServ7070

삼성 OfficeServ7030은 소형 사무실에서 다양한 기능,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IP Telephony 시스템입니다. 삼성 OfficeServ
7030은 기존 TDM기반의 기능은 물론 VoIP 채널, 다양한 부가기능이 내장된 소형 IP-PBX로서 고객의 Business
Communication을 지원합니다.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OfficeServ7300

OfficeServ7030

다양한 단말 연동 지원

ㆍOfficeServ7000 시리즈의 소용량 교환시스템

ㆍ유/무선 IP폰, Video 폰, Softphone, 디지털 전화기,
일반전화기 지원

ㆍEmbedded MGI, VMS 채널
ㆍLAN Interface 1Port 제공

ㆍ벽걸이 기능 제공
ㆍ4회선 단위의 간편한 증설

OfficeServ 7000 시리즈와의 호환성 / 확장성

ㆍ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가져오기
ㆍVMS 설정
ㆍ패키지 업그레이드
ㆍTelephone 기능 설정

Specifications
크기(mm)

320.5(W) x 72(H) x 365(D)

기본 회선 용량
일반 전화기 2 회선
최대 회선 용량

Power

Embedded Resource

관리 기능
Easy Installation

구분

Basic
System

72 Watts

CPU

M82805, 375 MHz

Memory

128 MB SDRAM,
512 MB Flash ROM

구분
국선

입력전원
- AC 110 ~ 240 V (Free Voltage),
60 Hz 외부 배터리
- DC 48 V, 3 A

확장기준

아날로그 국선

8

SIP 국선
SPNet 포트

내선

사용전원

내선/국선 종류

기타

전체
16

8

일반 전화기

20

디지털 전화기

16

삼성 IP 전화기

16

삼성 FMC Client

4

SIP 전화기

16

AA Port (G.711)

4

4

VM Port (G.711)

8

8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ㆍSIP Trunk 지원을 통해 인터넷 전화 사업자와 연동하여
통신비 절감
ㆍIP Network를 통한 재택근무 지원
ㆍ분산 사무실 간 VoIP 통합망 구축 가능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주요사양

20인 이하 사무실에 적합한 소형 IP-PBX

VoIP 지원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주요기능 및 특장점

20
16

ㆍ동일 S/W 플랫폼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능 제공
ㆍSPNet을 이용한 확장성 제공
ㆍ2단까지 확장 가능
08_09

DS-5021D

•81.28 mm LCD (384 x 160)
•10/100/1000 Ethernet Port
•Wi-Fi : 802.11a/b/g/n (Client)
•24/12 DSS, 24/12 BLF
•Call Move to Smartphone
•Smart CID on Smartphone
•Wi-Fi / Bluetooth

•81.28 mm LCD (384 x 64)
•10/100/1000 Ethernet Port
•24 / 12 DSS, 24 / 12 BLF
•Call Move to Smartphone
•Smart CID on Smartphone

ㆍ한글디스플레이 2 Line 지원
ㆍ프로그램 38 버튼 지원
ㆍ스피커폰 기능
ㆍ회의용 마이크 연결기능 (Option)
ㆍ룸 회의 기능 (Option)

ㆍ한글디스플레이 2 Line 지원
ㆍ프로그램 21 버튼 지원
ㆍNavigation Key
ㆍ스피커폰 기능

ㆍOffice 용 UC 폰
ㆍ81.28 mm (4 Line) Graphic LCD
ㆍ2개 10 / 100 Mbps Ethernet
ㆍPC용 1 Gbps 지원 (Option)
ㆍPoE 지원 (IEEE 802.3af)
ㆍDSS / BLF 7 버튼
ㆍ71.12 mm LCD Desi-less Display
ㆍXML Browser 지원 (문자)
ㆍG.722, G.711, G.729a/b
ㆍsRTP, 802.1X 지원
ㆍIPv6 지원
ㆍPC의 UC 프로그램과 연동한 UC 기능

SMT-i3105

ㆍOffice 용 UC 폰
ㆍ81.28 mm (4 Line) Graphic LCD
ㆍ2개 10 / 100 Mbps Ethernet
ㆍPC 용 1 Gbps 지원 (Option)
ㆍPoE 지원 (IEEE 802.3af)
ㆍDSS / BLF 24 버튼
ㆍXML Browser 지원 (문자)
ㆍG.722, G.711, G.729a/b
ㆍsRTP, TLS, ARIA, 802.1X 지원
ㆍIPv6 지원
ㆍPC의 UC 프로그램과 연동한 UC 기능

ㆍ71.12 mm (4 Line) Graphic LCD
ㆍ2개 10 / 100 Mbps Ethernet
ㆍPoE 지원 (IEEE 802.3af)
ㆍDSS / BLF 5 버튼
ㆍXML Browser 지원 (문자)
ㆍG.711, G.729a/b
ㆍsRTP, 802.1X 지원
ㆍIPv6 지원

DS-5064B

DS-4028E

ㆍ64 버튼 확장 박스
ㆍDual Color LED
ㆍAOM

ㆍ한글 디스플레이 지원
ㆍ프로그램 28 버튼 지원
ㆍ버튼 확장 박스 14 버튼 / 64 버튼
ㆍ양방향 스피커폰 기능 (Option)
ㆍ룸 회의 기능 (Option)
ㆍDual LED 버튼
ㆍ색상 : White Gray, Dark Gray

DS-4064AOM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SMT-i5220

DS-5014S
ㆍLow-End 디지털폰
ㆍ한글디스플레이 2 Line 지원
ㆍ프로그램 14 버튼 지원
ㆍ스피커폰 기능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SMT-i5230

ㆍ109.22 mm TFT LCD (480 x 272)
ㆍ2개 10/100/1000 Mbps Ethernet
ㆍWiFi 지원 (802.11a/b/g/n)
ㆍNFC / Bluetooth 지원
ㆍPoE 802.3af
ㆍ전용 USB Camera (Option)
ㆍ10개 BLF 버튼
ㆍG.711, G.729a/b, G.722, AMR-WB
ㆍXML Browser 지원
ㆍsRTP, TLS, ARIA, IPSec, 802.1X 보안 /
인증방식 제공
ㆍ스마트폰 연락처, 통화기록 활용 (SDM)

DS-5014D
ㆍ한글디스플레이 2 Line 지원
ㆍ프로그램 14 버튼 지원
ㆍNavigation Key
ㆍ스피커폰 기능

OfficeServ7030

ㆍ64 버튼 확장 박스
ㆍDual Color LED

일반 전화기

SMT-i2205

SMT-i5264

ㆍ81.28 mm (4 Line) Graphic LCD
ㆍ2개 10 / 100 Mbps Ethernet
ㆍ2200-Adapter 전용 / 2205-PoE
(Adapter 별매)
ㆍDSS / BLF 10 버튼
ㆍXML Browser 지원 (문자)
ㆍG.722, G.711, G.729a/b
ㆍsRTP, TLS, ARIA, IPSec, 802.1X 지원
ㆍIPv6 지원

ㆍOfficeServ IP Phone 확장 버튼
ㆍ2개 10 / 100 Mbps Ethernet
ㆍPoE 지원 (IEEE 802.3af)
ㆍDSS / BLF 64 버튼
ㆍ단축 다이얼 / 당겨받기 / 국선 /
내선 버튼 설정
ㆍIPv6 지원

SMT-P2200

SP-F471KI

ㆍ단축다이얼, On-Hook 기능,
전환 기능
ㆍ3단계 벨소리 음량 조절
ㆍ착신 램프 기능
ㆍ재다이얼 / 포즈 / 보류 기능

ㆍ전환, 재다이얼 / 포즈, 온후크 기능
ㆍ전환시간, 온후크 음량 조절기능
ㆍ착신 램프 기능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DS-5038D

OfficeServ7070

SMT-i6020/10

OfficeServ7400/7200

OfficeServ Digital Phone

SMT-i6021/11

SMT-i5343

SCM Compact

IP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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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실질적인 Unified Communication Tool로서,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간편함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OfficeServ Call

Video Call

Features

Click-to-Call

지원

Phone Book

지원

Call Log

지원

통화중 메모

지원

Screen Popup

지원

Video Call

지원 주1)

Recording

지원 주2)

통합 다이얼러

HD Voice

OfficeServ7030

Softphone

구분

ㆍ삼성 FMC Client는 사내 WLAN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회사전화 Application입니다.
ㆍ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인 삼성 스마트 단말에 가장 최적화된 FMC Client로 삼성만의 차별화된 HD Voice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모바일 통화 음질에 대비해 자연스럽고, 깨끗한 통화 품질을 제공합니다.
ㆍ삼성 OfficeServ 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동성과 함께 업무 상황에 적합한 회사 전화 기능을 제공하여 유연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OfficeServ7070

주요기능 및 특장점

WE VoIP (FMC Client)

OfficeServ7400/7200

모든 Samsung Desktop Application들의 기능 및 솔루션을 하나의 통합된 UI를 통하여

SCM Compact

OfficeServ Communicator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 다이얼러와 VoIP 다이얼러를 통합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삼성 Voice 엔진 탑재
Wideband Codec (G.722), Super Wideband Codec (SILK) 적용
AP Cell간을 이동하면서 통화할 때 끊김이 없는 핸드오버 지원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주1), 주2)
Video Call 및 Recording은 Softphone모드 및
SMT-i5243폰을 이용한 UC phone모드에서
제공됩니다.

Client Integration

OfficeServ CNF24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ㆍMeet-Me Conference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와의 회의 시 사내 통신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 Meet-Me Conference란?
기존에는 외부와 회의를 해야 할 경우 사내에서 외부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Meet-Me Conference는 미리 회의실 번호를 할당해서
외부에서 사내 회의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임

시스템 요구사항
주요 기능 및 특장점
구분

내선/국선 종류
Windows XP Professional SP2 이상 / Windows Vista Business / Professional 이상 / Windows 7 Business / Professional 이상

•Email Invitation

프로세서(CPU)

Pentium 4 1GHz 이상 (Audio Mode 만 사용시) → 1.6 GHz 이상 권장
Pentium 4 2GHz 이상 (Video Mode 사용시) → 2.0 GHz Dual Core 이상 권장

•Conference Status 실시간 제공

메모리(Memory)

1 GB 이상 (Audio Mode 만 사용시) / 2 GB 이상 (Video Mode 사용시)

HDD

500 Mbytes 이상의 여유 공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10/100BASE-T

사운드 카드

양방향 지원 사운드 카드

•사용 국선 종류: PRI/ SIP/ SPNET Trunk

화상 카메라

PC용 화상 카메라 (Camera Mode 사용 시)

•시스템당 최대 실장 수

기타

헤드 셋 (또는 마이크와 스피커)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Meet-Me Conference
운영체제

•Paging
•회의 녹음 기능 제공
•CNF24 보드당 24채널 제공
•적용시스템
- OfficeServ7400, OfficeServ7200 V4.60 이상

- OfficeServ7400 : 4장, OfficeServ7200 : 2장

12_13

OfficeServ EasySet
PC의 Web Browser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IP 전화기의 기능 설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음성/데이터

전화 통신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융합형 제품입니다.

주요기능 및 특장점

키보드/마우스 통화 처리

내선 전화기 기능 및 Key용도 설정 서비스

끌어 놓기형 통화 처리

PC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IP 전화기의 버튼과 기능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기존의 복잡한 교환기 프로그램(MMC)을 외우지 않아도 단말기능 지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역상태 표시 서비스

통화 기록 서비스

PC의 웹 브라우저 화면에 중역의 상태를 부재, 외출, 퇴근, 출장, 회의 중,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Wall Board 서비스

단문 메세지 서비스
상대 내선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디지털/IP 전화기의 LCD 또는 컴퓨터를 통해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IP Phone / OfficeServ Digital Phone / 일반전화기

OpenTSP는 삼성 키폰 교환기와 타사 CTI 솔루션의 효과적인 연동을 제공합니다.

OfficeServ7030

내선 상태의 실시간 표시

OfficeServ OpenTSP

OfficeServ7070

주요기능 및 특장점

OfficeServ7400/7200

OfficeServ Operator는 PC 기반의 중계대 콘솔로서, OfficeServ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작하는

호의 상태별 구분 처리

SCM Compact

OfficeServ Operator

통화기록 서비스
착신통화와 발신통화의 통화시간과 목록을
Web Browser를 통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장점
확장 함수 지원

ㆍMicroSoft 社에서 정의한 다양한 TAPI함수를 지원
걸기, 받기, 끊기, 전환, 회의 콜백, DND, DTMF보내기,
Pick-Up, 보류 등의 기능 제공

ㆍOpenTSP 드라이버는 TAPI에서 정의된 함수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확장 함수를 제공. 전화기 잠금 기능, 부재중 메세지 설정기능, 역 착신
전환기능, 국선 재발신 기능, 방송기능, 공동 보류 가로채기 기능, 메시지
대기 알림 삭제 기능, 전화 예약 기능 삭제 기능, OHVA기능, 강제할입 기능,
송화 차단 On/Off 기능, 라인 초기화 기능 제공

OfficeServ Communication / WE VolP (FMC Client)
OfficeServ CNF24

TAPI 함수 지원

주요사양
OfficeServ Operator

Samsung 중소용량 IP-PBX Solution

OfficeServ7000 Series

지원시스템

OfficeServ7000 Series
Windows 98 SE, Windows ME,
Windows 2000 Series(Professional, Server,
Advanced Server), Windows XP Series
(Home edition, Professional), Windows NT 4.0

PC 운영체제

Windows NT 서버 / 워크스테이션 4.0 (서비스 팩 5),
Windows 2000 Series (Professional, Server,
Advanced Server), Windows XP Professional

프로세서(CPU)

PentiumⅢ 500 MHz 이상
(300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가진 시스템에는
듀얼 펜티엄 프로세서를 권장합니다.)

프로세서(CPU)

메모리(Memory)

128 MByte 이상

메모리(Memory)

256 MByte 이상

필수 연동
Application

TAPI 2.x 이상, OfficeServ Link

필수 연동
Application

TAPI 2.x 이상, OfficeServ Link

PC 운영체제

OfficeServ EasySet
지원시스템

OfficeServ Operator / Open TSP / EasySET

지원시스템

OfficeServ OpenTSP

OfficeServ7000 Series

PC 운영체제

Windows 2000 Series(Professional, Server, Advanced Server), Windows XP Professional

프로세서(CPU)

PentiumⅢ 800 MHz 이상

메모리(Memory)

256 MByte 이상

필수 연동 Application

IIS 5.0 이상, OfficeServ Link

PentiumⅢ 800 MHz 이상

14_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