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oom Phone 서비스 제공 시 BYOC를 통해 유연성 극대화

Zoom의 BYOC 기능을 사용하면 기업 고객은 기존 음성 회로를 Zoom Phone 클라우드로 리디렉션하거나 Zoom 통화 요금제로 하이

브리드 솔루션을 구현해 현재 PSTN 서비스 제공업체를 유지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독창적인 기능 덕분에 고객은 Zoom 

Phone의 이점 및 기능을 누리는 동시에 기존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 전화번호 및 통화 요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ring Your 
Own Carrier

Zoom Phone에 Bring Your Own Carrier 적용

첨단 기업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기술을 유연하게 배포 및 관

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SaaS 

솔루션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온-프레미스 PBX를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대부분의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는 고객에게 협력을 부탁합

니다. Zoom은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조직의 여정에 유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혼합된 모델을 제시합니다.

Zoom Phone을 사용하면 Zoom 관리 포털에서 손쉬운 관리 

기능을 사용해 요청 시 확장이 가능하며, 최종 사용자는 전화 

통화, 채팅 및 미팅을 위해 간소화된 데스크톱 및 모바일 클라

이언트가 1대 있으면 됩니다. 

보다 쉬워진 마이그레이션
Zoom Phone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발신
음은 계속해서 기존 통신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위험이 줄어들고, 배포 
속도가 높아지고, 많은 수의 전화번호를 전
환하려고 할 때 마찰이 줄어듭니다.

글로벌 지원
다른 국가에 지사 및 직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Zoom이 해당 국가
에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Zoom Phon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극대화
마이그레이션 시 공통 경합 지점은 기존
의 서비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
에 Zoom Phone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기존의 통신사를 유지하거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차근차근 Zoom 통화 요금제로 
이전해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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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프레미스 PBX를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관리 가능하고 명확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BYOC로 나아가는 기업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국가에서 가상으로 전화번호 및 로컬 PSTN 액세스를 사용해 Zoom Phone 클라우드 PBX 강화

●● 분산된 지사 및 사용자를 단일 클라우드 PBX 계정으로 통합해 관리 용이성 개선

●● 기존 PSTN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 유지 및 조기 해지 비용 발생 방지

●● 이전에 협상한 분당 통화 요금을 유지해 통화 요금 최소화

●● 전화번호 이동 피하기 및 기존 통신사와의 전화번호 유지

●● 비디오 및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단일 Zoom 앱을 통해 최종 사용자 경험 간소화

제3자 PTSN 통신사를 Zoom 클라우드에 연결

요약
유연한 PSTN 연결 옵션은 Zoom Phone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게 극대화된 서비스 유연성을 선사합니다. 기본적
인 무제한 요금제 및 통화 기준 종량제 요금제 그리고 Zoom 클라우드에 대한 Bring Your Own Carrier 옵션 덕분에 고객에게 PSTN에 
대해 전례 없이 다양한 연결 옵션이 제공됩니다.

공용 인터넷을 통한 BYOC
공용 인터넷을 사용하여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서 Zoom Phone 클라우드 PBX로 
BYOC SIP 트렁크를 리디렉션합니다.

이점:

●● 간소화된 마이그레이션
●● 배포 속도 단축
●● 줄어든 네트워크 운영 비용
●● 작은 장소에 이상적

비공개 직접 연결을 통한 BYOC
비공개 직접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SBC(Session 
Border Controller)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서 Zoom Phone 
클라우드 PBX로 BYOC SIP 트렁크를 리디렉션합니다.

이점:

●● 음성 전용 네트워크 대역폭
●● 보안 강화
●● 안정성 향상
●● 향상된 서비스 품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