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무환경에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BOS™ VoIP

BOS™ VoIP는 모빌리티 환경에 최적화된 기업 전문 모바일 VoIP 솔루션 입니다.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
증과 테스트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며, 기업 환경에 꼭 맞는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hallenge

Solution

오늘날 기업용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네트워크/

블루버드는 기업 고객들의 늘어나는 요구에 따

통신 인프라 확대로, 산업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라, 블루버드 모바일 컴퓨터와 호환되는 VoIP

통해 VoIP(Voice on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고

솔루션인 BOS™ VoIP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용 모바일

BOS™ VoIP는 다양한 협업기능을 제공하며, 기

VoIP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다양

업의 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필수적인 솔루션입

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있지 않아 IT매니

니다. BOS™ VoIP는 기업 업무환경에서 안정적

저와 스태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안 수준과 시급을 다투는 상황을 가진 수많은

필드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기

기업에서, 기업에 특화된 전문 VoIP 어플리케이

업에서는 BOS™ VoIP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

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를 통해 기업은 업무 환경에 꼭 맞는 맞춤 솔루

Key Benefits of
BOS™ VoIP
• 엔터프라이즈 급 기능 및 지원
• 직원 협업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기업의 업무 정보 보호

션 탑재가 가능합니다.

탑재 가능 주요 제품

Features

• Android

•모
 바일 단말기를 다른 업무용도로 활용하는 중에도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중단되었던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폰 기능이 가능하며, 음소거 및 홀드가 가능합니다.
•다
 중 통화가 가능해 컨퍼런스 콜 등으로 협업이 가능하며, 통화 중 Call을 타인에게 포워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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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오디오 코덱 지원으로 우수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 14개 언어를 지원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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