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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다 ! 



고객의 통신/전산환경 구축 ∙ 운용의 Pain Point에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안 배경 및 목적 Ⅰ 

통신/전산환경 운영 및 업무 효율성, 비용 절감 등의 고민에 대한 해결안 제시 

상면 유지 비용 발생 

전산실 운용에 따른 
상면, 전원, 냉난방비, 

소음 문제 발생 

고가의 인프라 구축비 

IT 운용의 필요성 증가 
고가의 장비 가격 부담 

업무환경의 변화 

신규 구축, 사무실 
이전에 따른 IT 인프라 
이동 등의 대응 필요 

기술의 복잡성 증가 

ICT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 장비 성능 불확신,    

전문인력 부재 



고속의 GiGA LAN을 바탕으로 kt에서 상면, 보안, 관제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개요 Ⅱ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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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부터 보안, 상면, 관제, 솔루션까지 ICT 운영 전반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구성 Ⅲ 

고객사 OM 센터 GiGA office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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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구성 Ⅲ 

구분 제공 구성 요금 

①  LAN Optical L/L (1G ~ 10G) 

② 인터넷 접속 (1G Shared) 

③  N/W 보안  

④  ¼  Rack 호스팅 

⑤  관리 서비스 

2,000,000                      
(약관가격)* 

Rack     42U 표준 Rack의 ¼  150,000 

mobile-VPN     신청 단말당 요금 부과 5,000 

※ 요금에 대한 세부 견적은 kt영업직원과 영업 협력사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단위:원/월요금> 

2. 요금표 



[Back-up] 부가서비스 mobile - VPN 

GiGA office 사용 기업의 임직원이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하여, kt 전화국 내에 위치한 자사 서버 등 사내망에 접속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도 제공 가치 

 사외에서 공중망(인터넷, LTE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 처리 가능 

 

 GiGA office 사용 기업 임직원 中                    

kt mobile 사용 고객은  Data 사용료 절감 

가능 (기업단위 별도 서비스 청약 시) 



서비스 특장점 Ⅳ 

가장 빠른 GiGA 속도를 우리 기업 네트워크로 

GiGA 속도의 LAN, 인터넷 구성으로 남들보다 빠른 네트워크 이용 

안전한 전화국을 우리 기업 전산실로 

기계 운영에 최적화된 전화국 건물 사용, 전원/항온/항습/배선 완비 

편리한 기업 ICT 자원의 One-stop 관리 

관리포털 통해 ICT자원(장비, N/W 등)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조치 가능 

속도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다 ! GiGA office 
(가장 빠른 GiGA 속도 + 안전한 전화국 상면 + 편리한 원스탑 관리) 



오 ! GiGA      
속도 감동 

서버, 트래픽 
상황이 한눈에 

보이니까 관리가 
정말 편리해 

회의장소 
부족했는데         

이제 전산실 공간을 
회의실로 쓸 수 있어 

 직원 

 사장 

전산담당 
 직원 

이번달 전기세가 
확실히 확 
줄었네 

[Back-up] 달라지는 office 풍경 



(단위:천원/월) 

서비스 前 서비스 後 ※ 고객 TCO : 직접비만 반영(통신비, 전기료, 상면료), 간접비(인건비, 트러블 슈팅 등)은 미반영 

※ ’14년 5~10월까지 시범고객사(7개사) 사례 중 발굴 

A社 B社 C社 

• 강남구, 종업원 80명, 1 Rack 

• 솔루션 개발 및 판매사   

• 구로구, 종업원 60명, 3 Rack  

•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사  

•서초구, 종업원 15명, 2 Rack 

•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사   

    TCO* 

2,200 2,363 

   TCO 

2,300 

2,747 

    TCO 

2,979 

4,014 

LAN, VoIP 마비 현상 해결   

전산실을 휴게공간으로 전환  

상면료, 전기료 비용 절감 

연 2~3회 전산실 냉방기 수리 
∙ 교체로 인한 유지비 해결 

서비스 최적화 설계로              
TCO 대폭 절감 

[Back-up] 시범고객사 사례 



B社 

C社 

A社 

[Back-up] 참고 사진 



운용 부담은 덜어버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적인 IT 운용 Care를 받아보세요. 

도입 시 기대효과 Ⅴ 

쾌적한 사무실 근무 환경 구현 

∙  ICT 장비의 상면, 발열, 먼지, 냉방 가동 등의 문제 해결 

∙  사무실 공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연하게 IT 인프라 구축 가능 

∙  기업 환경에 맞는 맞춤형  IT 서비스 적용 

∙  고가의 장비 구축 부담 해소/업그레이드 부담 완화 

 kt 전문 운용 인력을 통한 운영 ∙ 관리 대행 

∙  전문 인력을 통한 24시간 365일 Care 

∙  ICT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Back-up]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Internet 서비스 중심 

Mass고객 대상 

Up-link Traffic 발생 

서버 Hosting 

高 SLA 제공 

Intranet 서비스 중심 

Employee 대상 

Down-link Traffic 발생 

통신 Hosting 

中 SLA 제공 

IDC GiGA Office 

vs. 

Managed ICT GiGA Office 

On-premise(사내 중심) 

장비 임대/판매 

개별 상품 

kt 전화국 중심 

Hosting 제공 

Packaging  상품 

(LAN+인터넷+보안)   

v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