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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사

(주)에스비인터랙티브

SB Interactive는 국내외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망 연동 및 서비스 협약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세상’
을
열어 갑니다

주요 고객사

SB Interactive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에 최적화된
인터넷전화

프리미엄 국제전화

Asterisk 개발

국제구간 완전무료

PBX Solution

mVoIP App

에스비14-466

문의 전화 : 1577 - 0770
www.sbi.tel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41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711호

Smart & Beyond Interactive

고객과 함께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리더

®

XPBX

ㆍ기업 및 개인용 인터넷전화
ㆍ번호이동 서비스
ㆍ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ㆍACS(Auto Calling Service)

ㆍ유무선 국제전화
www.00770.co.kr

기존 아날로그 전화기 및 노후화된 PBX를 XPBX로 교체하여 고품질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

일반전화망

Internet

PSTN
®

®

www.16885959.co.kr

TTA verified

기업 내 사설 네트워크
ㆍSOHO / SMB
(Small Medium Business)
ㆍIP PBX
ㆍCallCenter Edition
ㆍFMC
ㆍTTA verified 취득

Smart & Beyond Interactive

ㆍ수다무료국제전화
ㆍ통합 국제전화올인원 국제전화

콜센터		

IP폰		

PC		

컨퍼런스콜

서비스 소개
ㆍDigium 국내 총판
ㆍIP PBX 오픈소스(Asterisk)
& 인터페이스 Card 공급

ㆍ‘SUDA’폰 (mVoIP App)
ㆍ스마트폰용 인터넷전화 App
ㆍiOS / Android 지원
ㆍ회원간 무료통화 / 채팅
ㆍmVoIP 응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ㆍ위톡-로밍폰 App
ㆍiOS / Android 지원
ㆍBridge Call 기술 적용
ㆍ국제전화 로밍 서비스

I 회사 개요 I
회사명

㈜에스비인터랙티브

1994년 : ㈜새롬기술 설립 ‘새롬데이타맨’
(
출시)

설립일

2003년 12월 19일 [ ㈜새롬기술에서 분사 ]

1998년 : 국제전화 00770 서비스 출시

대표이사

유희훈

1999년 : 국내 최초 인터넷전화‘Dialpad’서비스 출시

통신자격

별정 통신 1호, 2호, 3호 사업자

2001년 :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출시

주요상품
및
사업영역

주요장비
및
수용역량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AXE-10, SDX200
XENER SSW
Cisco GK
IP CENTREX

2010년 ‘
: SUDA’국내 최초 mVoIP App 개발 및 서비스 런칭
2014년 : 국내 최초 Bridge Call 기술 기반의
“위톡-로밍폰”서비스 출시
2014년 : XPBX TTA verified

동시
동시
동시
동시

12,000 Call 이상
11,000 Call 이상
5,000 Call 이상
3,000 Call 이상

:
:
:
: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국대표번호 / Click2Call / IP녹취
음성회의 / 화상회의 / IVR / SMS
VMS(음성사서함) / ACS / FAX to Email / FMC
추가적인 기능 구현 가능

추천 사용처: 콜센터/리조트/관공서 등

ITO를 통한 비용 절감과 전문가를 통한 관리의 안정성까지

PSTN

Centrex

Internet 환경
본사

070 인터넷전화 / 수다폰 (mVoIP App)
00770 국제전화 / 국제전화로밍 (위톡로밍폰)
무료국제전화 (1688-5959/수다무료국제전화)
XPBX (IP PBX) / IP Centrex / Digium
IP녹취, IVR 등 부가서비스 / ICT 솔루션 등

G/W

지사
Internet

TTA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인증
XPBX출시
Digium Distributor 계약체결
SB Interactive로 사명 변경
IP폰

* 별정통신사업자 제 1호 (2004년 취득) : 전기통신설비를 직접 구비하여 국내/외 통신서비스 제공 / 별정통신사업자 제 2호 (2004년 취득) :
가입자 모집 및 재과금 서비스 / 별정통신사업자 제 3호 (2001년 취득) : 구내통신사업 (건물 및 오피스텔 통신서비스 제공)

FAX

서비스 목록

SBI에서 직접 개발한 IP PBX인 XPBX 솔루션을 이용한 맞춤
형 서비스를 통해서, 귀사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망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IP CENTREX

I연혁I

화상회의

PC

일반전화

서비스 소개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ITO 서비스입니다.
장비들을 SBI의 전문 인력이 IDC에서 직접 관리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사용처: 소규모 사업장/사무실 등

IP폰

PC

서비스 목록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국대표번호 / Click2Call / IP녹취
음성회의 / 화상회의 / IVR / SMS
VMS(음성사서함) / ACS / FAX to Email / FMC
FMC 등 맞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