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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함께성장하는회사

고객성공을위한최적의솔루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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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ya 1 Tier Reseller Partner

Avaya Diamond Level

Cisco Gold Certified Partner

Cisco ATP(Authorized Technology Provider)

Alvaria Platinum Partner

Alvaria Expertise

Google Cloud Partner Level

Google Cloud Architect Professional Certifed

Pa r t n e r s



ECS텔레콤은, 

어떤비즈니스를하고있나요?



Digital WorkplaceCustomer Success

ECS텔레콤은커뮤니케이션이라는핵심가치를중심으로고객성공사업과디지털워크플레이스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단순제품판매를넘어고객의문제를함께고민하고새로운가치를제안함으로써고객과함께성장할수있는 ETaaS를제공합니다.

고객성공사업은콜인프라시스템구축을기반으로 AI, 챗봇, STT/TA, 음성인증등

다양한 IT솔루션을결합하여스마트컨택센터로변화하기위한해답을제시하며, 

Digital Workplace 사업은영상회의, 통합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통합등업무효율성극대화를위한스마트오피스도입의가이드가됩니다.

ETaaS, at you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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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ccess 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서비스는 CC, UC, Video, Network 등고객의시스템에 대한현황및문제점을 진단하여
각고객의업무 특성과프로세스에적합한시스템 기획부터설계, 구축, 인사이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단 분석 설계 구축 운영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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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P Contact Center

IPCC(IP Contact center)는 IP 인프라를기반으로 기업의콜센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NS, 이메일, 채팅등 다양한멀티채널들을 연결하여
고객여정전반에 걸친맞춤형 서비스를제공합니다. 그결과고객응대시간을단축시켜 상담사의업무 효율성을증가시키고, 
고객들에게일관된품질의 서비스를제공하여 고객경험을극대화할 수있습니다.

Voice

Chat

Video Web

SNS

E-mail

App

Fax

ustomer Success

Inbound Outbound

옴니채널커뮤니케이션

가상화기반의 All in One 솔루션

IPCC
CTI

IVR

Recording

PBX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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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I Contact Center

AI 컨택센터는단위솔루션의 조합이아닌채널 통합허브및인공지능 기반의디지털 서비스가포함된 차세대지능형 플랫폼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고객들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비즈니스성장이라는최종목표를 달성할수있도록 혁신적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igital Experience Center

차별화 고객 경험

원스톱 서비스

연속성 유지

CX 서비스 전략 운영/관리 전략 AI 관리 전략 디지털 채널 전략

인공지능/알고리즘 옴니채널 개인화/고객 인게이지먼트 빅데이터

Voice

Web

Chat

Social

Video

서비스
정보수집

데이터
변환

시각화
분석

운영관리
예측

실시간
분석처리

데이터
관리

ustomer Success



재택근무솔루션

재택근무 솔루션은언제어디서나 유연하고 원활한협업이가능한 하이브리드업무환경구축을 위한솔루션으로, 직원생산성을극대화하고 조직의 유연성및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메시지 전송, 회의, 통화, 콘텐츠공유등직원들의 자유로운협업을 가능하게하는 풍부한기능의협업툴을 지원하며, 자체 개발솔루
션을통하여 보안성까지확보하고 있습니다. 

미팅참석자
제어

백그라운드
변경기능

배경소음
제거

이모티콘을
통한미팅반응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

보안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소규모그룹

토론

양방향
화이트보드

anywhereanytime any device

실시간
언어번역

사용자맞춤
레이아웃

Hybrid 

Work

사무실근무재택근무

Digital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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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e c k L i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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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상회의솔루션

영상회의 솔루션은구축형과 클라우드중선택이 가능하며자체 개발솔루션을 통해보안성확보및 기존고객사가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인사정보, 이메일, SMS, 카카오톡등)와 연동하여사용자 및관리자의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원격에서도 현실감있는
회의환경을 제공함으로써협업및창의적인 업무를지원하여 직원들의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나아가시간단축 및비용절감등
다양한효과를 제공합니다.

영상회의실(H/W 기반 코덱)

개인형영상회의(데스크탑형, S/W기반)

회의예약솔루션

녹화솔루션

회의록(STT 연동)

MS Teams 일정연동

AV 솔루션 (카메라 추척및통합제어 등)

구축형 클라우드

igital Workplace

Cisco TelePresence
Cisco Webex

Avaya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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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Workplace 통합커뮤니케이션

통합커뮤니케이션은기업의 업무용 IP Telephony 시스템과 UC어플리케이션을연동하여
음성, 비디오, 메시지, 이메일, 웹/화상회의등다양한 엔터프라이즈커뮤니케이션채널들을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Communication

IP Telephone

Conferencing

Instant messaging

Data exchange

Mobility

Directory

Presence

Unified

Video



ETaaS(ECS Technology as a Service)는

고객이직면한문제를함께고민하고새로운가치를제안함으로써,

고객의핵심사업집중을통한성공을목표로제공되는고객맞춤형서비스입니다.

ECST as a Serviceechnology



구축형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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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업계 유일의 컨택센터 전용 커스텀 s a a s 서비스

협의 과금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과 협의 하에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과금 진행

커스터마이징

오늘부터 선택의 고민이 끝났다 !

구축형과 클라우드의 장점만 모은 ETaaS_saas가 여러분의 컨택센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TaaS_saas는일반적인 클라우드서비스가 아닌, 

컨택센터만을위하여특화된 ECS텔레콤의커스텀 saas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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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ECS만의 Premium 운영 서비스

시스템운영

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 리뷰

콜 인프라전체시스템에대한운영서비스
ETaaS_managed service는 콜인프라와 App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제품 지원 및유지관리,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및 보안 컨설팅, 상주 인원과 전담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MC 분배
ERS 연동

네트워크
서버/인프라

IVR

녹취

운영지원

정보보안취약점개선

소스배포/관리

인력관리기술지원

서비스운영관리

월/분기모니터링보고

자산관리

모니터링

CS-API 연동

외부/내부연동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개발소스배포

기능개선/수정

장애대응및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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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aS_premium maintenance는 365일 24시간 헬프데스크 운영, 

장애 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및 보고까지의 시스템 Lifecycle 관리 등

콜 인프라 및 IT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 인프라 및 IT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ECS만의 premium 유지보수 서비스

Service Level Agreement

Service Topping

SL3 SL4
24 x 7
4시간 이내 출동
분기별 현장 정기점검
대체품 제공(NBD)

8 x 5
6시간 이내 출동
반기별 현장 정기점검
대체품 제공(NBD)

SL1 SL2
24 x 7
2시간 이내 출동
매월 현장 정기점검
대체품 제공(4시간 이내)

24 x 7
4시간 이내 출동
매월 현장 정기점검
대체품 제공(NBD)

+ SPM

+ H/W 렌탈

+ QSR+ 관제서비스

+ PC정보유출방지

+ WebFAX

+ UTM임대

+ MACD



채널 통합

18

ETaaS_디지털어솝쇼는 고객의 입장에서 컨택센터의 채널에 관계없이

어느 채널로 접속하더라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있도록 최상의 셀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igital Aggregated Service Optimization

고 객 중 심 의 옴 니 채 널 셀 프 서 비 스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E C S만의 옴니채널 셀프서비스

고객여정분석

인증 서비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상담지원 서비스

콜효율화 가이드

디지털 Thru

웹화면을 통한
편리한 고객경험 제공

디지털 Relay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

디지털 Link

채널 블랜딩을 통한
셀프서비스 확대

디지털 Journey

고객경험 분석 데이터 제공으로
유발 요인 대응 및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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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인 IDC 운영의 시작
ETaaS_IDC는 고객이 핵심 비즈니스와 업무에 집중할 수있도록

ECS텔레콤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설계 및차별화된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높은 안정성 및 신뢰성을 약속합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E C S만의 I D C 운영 관리 서비스

IDC 운영

시스템 접근통제 및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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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aS_butler는 통합 프리미엄 상주 서비스로

SPM, Infra PM, Application PM 총 세명이 동시에 상주 및 비상주의 형태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자체적으로 컨택센터를 운영할 시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 등 무수히 많은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킵니다.

SPM
(Service Project Manager)

Application  Infra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All- in-One Premium 상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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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aS_training는업계 1위 ECS텔레콤의전문강사진이 다년간의실무 경험과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의 업무에최적화된 맞춤형커리큘럼을 구성,

교육을통해 필요한전문역량을습득하여바로 현장에활용할 수있는눈높이교육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E C S만의 P r e m i u m 교육 서비스

BASIC Course

PREMIUM Course

CUSTOM Course

ECS Training Center



22

ETaaS_cloud meeting은 ECS 고객에게만제공되는 클라우드기반의 화상회의관리를 위한포털
서비스로서 Basic 또는 Premium으로회원가입 시고객사와 DB 연동을통해맞춤 영상회의개설, 
예약수정, 회의 참여, 지난회의녹취파일 확인등영상회와 관련된모든 업무가한번에가능합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ECS만의 화상회의 관리 포털 서비스



ECS텔레콤은, 

자체개발솔루션을제공하나요?



ECS텔레콤은고객니즈에맞는솔루션을제공하기위하여꾸준히연구개발을하고있으며,  

자체개발솔루션을통한편리하고효율적인최적의업무환경구축및고객성공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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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되어 있는컨택센터시스템들(CTI, IVR, APP, PDS 등)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통합 보고서와실시간 모니터링을제공하여 보다효율적인
컨택센터 운영환경을구축할 수있습니다. 

Reporting Solution

1
원하는상담모듈을선택하여 상담원화면에적용, 즉시설치가가능합니다. 
또한기존시스템을 재개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필요한업무 기능만을
플러그인 방식으로새로개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Customer Care Application
컨택센터 통합 통계 솔루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상담 어플리케이션

캠페인

멀티채널

ECS-desktop

KMS

AI 어드바이저

보고서 폰모니터링 전광판 모바일app

플러그앤플레이
쉬운설치
즉시사용

다양한
기본플러그인제공통합보고서

/모니터링
PBX기반

데이터정확성

Call Trace
분석

보고서
Wizard

상담원
개인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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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nagement Solution

Workforce Management3

EMS는 IT 인프라 통합관리솔루션으로네트워크, 트래픽, 서버관리는

물론 IPT/IPCC 시스템에 대한모니터링 서비스를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모니터링과관련된리포트와 대시보드를제공함으로써전체 IT시스템과

운영서비스에서발생하는 이벤트, 장애등의업무를 체계적으로관리할

수있어업무 효율성과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WM은상담자원의최적화를 통해동일한 비용으로고객에게 보다

품질높은서비스를 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게 하는솔루션으로서,  균

일한상담품질 관리를위해상담원 스케줄관리와 체계적인교육을 지

원하여센터 운영효율을증가시킵니다. 

상담 운영 최적화
균일한 상담 품질 관리
지표 관리 및 성과 측정

인사
관리

성과
관리

도급사
관리

품질
관리

교육및
시험

체계적인 교육
업무별 인력 현황
각종 분석 보고서

상담자원 최적화솔루션

IT인프라통합 관리솔루션

통합관제
시스템/서비스
대시보드

녹취누락
감지기술

채널사용량
모니터링

맞춤형
SMS

시스템간
전문통신
모니터링

모니터링
레포트제공

체계적인
이벤트/장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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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Intelligent SIP Multi Channel Solution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솔루션 멀티채널 컨택센터솔루션

IPCC기반의전화상담 컨택센터인프라를 활용하여채팅, 화상, SNS,
이메일등고객의 다양한채널을 수용할수있는 멀티채널컨택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 전화상담 인프라를 활용한 멀티채널 컨택센터로 업그레이드
음성, 화상, 채팅, 이메일, SNS 등멀티채널 통합 라우팅
상담원 멀티채널 Call Blending
통합 통계 및 모니터링
멀티채널 상담원 통합 관리

CTI

화상고객

채팅고객

메일고객

문자고객
전화고객

멀티채널
상담원

EIS는국가기관 및관공서의 암호화기준을맞추기 위한솔루션으로
보안및해킹에 안전한통신망을 구축할수있으며, 컬러링기능을
SBC와동시또는독립 형태로제공합니다. 이외독립구축형태로
ARS와자동발신번호변경서비스 기능을제공합니다.

EIS
 SIP TLS 기능제공
 SBC 및 Media Relay 기능
컬러링기능제공(옵션)

EIS-coloring
대표번호, 부서, 시간대별설정
스팸차단기능
통화이력조회기능

EIS-cid
발신번호변경
Click-to-Call/PDS 적용
호응대율저조시알림

EIS-ars
착신번호별별도응답서비스
음성응대 / Call Back 서비스
음성인식솔루션과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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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ified Communicator7
EUC는 Avaya, Cisco IP-PBX와연동하여 IP폰에다양한 XML 서비스

및 IP폰기반의 부가서비스(MCID, 공지사항, 뉴스등)를제공합니다.  

또한자체데이터베이스와 고객의인사정보를 연동하여

관리의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솔루션

Video Manager
영상회의 예약관리솔루션

EVM은영상회의를가장 쉽고편하게사용할 수있는환경을제공하기

위해서개발된 제품입니다. 쉽고직관적인 UI를통해회의예약과 참석이

하나의플랫폼 내에서모두이뤄집니다. 

시스코영상회의에밀결합되어개발된 S/W Client를통해서, 보안성이

강화되고 기업에최적화된 영상회의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 효율성
증대

편리한
User Interface

IPCC-IPT
고객데이터연동

원터치다자연결

자체개발
PC 및 Mobile

S/W Client

국정원보안성심사
통과

회의제어
및

통계리포팅



ECS텔레콤의, 

대표고객사들을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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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UC

컨택센터

금융(은행/증권/카드/보험) 공공 서비스 & 기타

재택솔루션

영상회의

대 표 고 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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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AI 상담콜봇시스템

KB 은행 400ch, KB 카드 100ch 구축

12개그룹사의

Digital Workplace 업무환경구축
WebEx 사용자

EVM

Customer Success Digital Workplace

1) KB만의 표준 콜봇 모델 정립

2) 비용절감 및인력운영 효율화

3) KB그룹의 시너지 효과

STT TTS

Voice Gateway

AI Engine

SOE Cloud

구축형 (On-Premise) 방식의

화상회의시스템구축

Cloud Platform

WebEx 사용자

EVM

On-Premise Platform

Cisco
Meeting
Server

1) CMS 기반 비대면 본의회 운영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2) 지방회의 시나리오에 맞춰 원활한

화상회의 레이아웃 구현

3) 화상회의 예약관리 시스템으로 전체

회의 모니터링과 다양한 참여 경로 제공

본사 및 영업점

IPT 고도화 구축

1) 분산 인프라 콜중앙 집중화 구축

2) 통신회선 이중화 및 DR센터 절체

3) 외근 및 재택 인원 IPT 시스템 활용

Gateway Server

IP Phone APP

통합관제 외근재택근무

Dashboard Recording

1) WebEx 클라우드 미팅 솔루션

2) EVM 화상회의 예약 • 관리 솔루션

3) Cisco 전문단말 솔루션

대표 레퍼런스

*FY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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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인프라 전체 시스템 운영 서비스

시스템
운영

서비스
리뷰

전문인력

1) 전문인력을 통한 통합 관제 서비스 제공

2) 정기적인 서비스 리포트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컨택센터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시

24/365 유지보수 서비스

1)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할 수있는 ‘서비

스 토핑’ 제공

2)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 제공

Topping Service

24/365 Helpdesk

시스템 Lifecycle 관리

고객 맞춤 커스텀 서비스

1) 융통성 있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2) 정확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제공

3) 안정적인 운영 및지원

고객맞춤커스터마이징

유연한채널증감

3rd party 연동

서비스안정성

보안

*FY21 기준

대표 레퍼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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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맞춤형 통합관제 서비스

Gateway Server

IDC
Internet Data Center

1) 음성/데이터 채널, 방화벽, 시스템 모니터링 등

을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 전문인력을 통한 컨택센터 운영 관리와

신속한 처리 및 피드백 제공

디지털채널 통합 플랫폼

1) 디지털채널 통합관리 솔루션 제공

2) 고객 Self-service 강화

IP Phone Network

장애이력 작업일정

Dashboard Report

디지털Thru 디지털Relay

디지털
Journey

디지털 Link

3) 컨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고객 여정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

옴니채널솔루션

Infra
운영

상담app
운영

SPM

1) 즉각적인 장애처리 지원 제공

2) 컨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지원

All in One 
Premium Service

All in one 프리미엄 상주 서비스

*FY21 기준

대표 레퍼런스

, 



언론에소개된우리회사는요.

ECS텔레콤,







Contacts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8(서초동 1543-1) 일홍빌딩

T. 02-3415-8300    F. 02-3415-8339

본 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 16층 2호(부전동, 삼정기업빌딩)

T. 051-507-4430    F. 051-507-4432

부산지사

문 의
- 홈페이지 www.ecstel.co.kr

- E-mail ecs@ecstel.co.kr

- Sales Support  

T. 02-3415-8303    E. sales_support@ecstel.co.kr

- Technical Support (Service Desk 24시간 운영)

T. 02-3415-8383    E. helpdesk@ecs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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