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eal-Time IP Communication System



HiPath 4000 주요 특징

분산 환경에서의 장애에 비한 Survivability,
Redundancy, 시스템 Back-up 옵션

혁신적인 Payload switching

최 의 용량 (100,000 workpoint clients)

통합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최고 성능의 IP 게이트웨이

산업 표준 기반의 하드웨어 설계 : 
cPCI 및 19”랙 설치형

IP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IP 컨택센터 플랫폼

ROI 개선

업계 최고의 혁신적 기능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은 모듈화된
IP 아키텍쳐의 이점에 TDM 기능의 장점을 결합하여
멀티 레벨 이중화, 장애 비, 모듈화 구성 및 보안
화된 액세스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능적인 라우팅을 통하여 호스트 시스템이 장애인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유연한 운 성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의 어떠한 장애에서도 운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서바이버빌러티
(Intelligent Survivability)기능을 지원합니다. 
IP 네트워크가 장애인 경우에는 공중전화망(PSTN)
으로 우회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킹 기능들은 리모트노드에 장애 비 옵션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Real-Time
운 체제를 채용하여효율적인방화벽기능을제공
하며, 전원공급부,IP 액세스포인트의서바이버빌러티,
콜 매니지먼트를 위한 리던던시 구성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높 습니다. 

모듈형 시스템 Modular architecture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은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하며, 업계 표준에 따른 하드웨어 구성과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극 화할 수 있습니다. 19"랙 타입으로 구성할 수
있는cPCI하드웨어를채용하 으며기존의아날로그와
디지털 장치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됩니다.

확장성 Scalability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은 HiPath 3000,
HiPath 4000 V1.0 등의 기존 시스템을 IP, TDM,
ATM 인프라 상에서 CorNet IP 인터워킹 솔루션을
이용하여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독 시스템 구성 시에 12,000 가입자를, 복수 시스템
구성 시에는 100,000 가입자를 단일 시스템 개념으로
통합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규모의 확장
이나 향후의 IP 네트워킹 도입의 경우에 비한 탄력
적이고 다양한 방식과 규모의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ROI(Return on Investment) 개선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은 IP 통합망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의 통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므로, 분리된 지역의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킹
비용과 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
세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애플리케
이션의 점진적이고 경제적인 도입과 적용이 용이하며,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기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구성 방식과 신규 시스템과의 혼합 구성을
지원합니다. 

최고 품질의 엔터프라이즈 IP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커뮤니케이션 서버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구성할 수 있도록 고성능 산업표준 RMX 리얼타임
운 체제기반으로설계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서버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상에 액세스포인트,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를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합

콜 프로세싱을 제공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IP 또는 non-IP
(아날로그, TDM)커뮤니케이션 장치들을 자유롭게 연동
하는역할을합니다. 편리하게실장할수있는각모듈들은
모든 클라이언트를 TDM 에서 IP 로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TDM, IP 등 어떠한 구성도 가능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배치된 IP 액세스 포인트는 단일 시스템 구조의 한
구성 부분으로 동작하며 액세스 포인트에 수용된 모든
이용자들이 중앙의 시스템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장애 비 옵션(Survivability option)을 설치함
으로써 모든 액세스 포인트는 호스트 커뮤니케이션 서버
또는 IP 인프라의 장애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HiPath의 기능은 모든 optiPoint 클라이언트들이 전체
인프라 상에서 IP를 이용한 다른 이용자들과 커뮤니케
이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의 IP 게이트웨이는 240
IP 클라이언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Payload Switching 기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최적 경로로 호를 연결함으로써 IP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부하를 획기적으로 경감합니다.
통화 품질, IP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요구되는 네트워크

역폭, 확장성 면에서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은더욱새로워진HG 3500 고성능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규모IP 시나리오및본-지사네트워크구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트워킹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
노드들 간의 연결은 IP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특히 Payload Switching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IP to
IP 연결 시에 TDM 구간을 경유하거나 프로토콜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같이 진보된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역폭(Bandwidth)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음성 통화와 최고 속도의 IP 텔레포니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lways properly connected

통합 운용 관리 솔루션
HiPath MetaManagement

HiPath MetaManagement는 HiPath Real-Time IP
시스템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연동된3rd party 제품을포함한전체네트워크의
통합 운용 관리 솔루션입니다. 
전체 네트워크 환경의 성능 유지와 규모의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웹 커넥션을 통하여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모든 시스템 구성 부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HiPath 서비스

HiPath 서비스는 시스템 안정성, 가용성 및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성을 유지하고 증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포함합니다. 현재 통신 환경의 분석, 운용
지원 서비스,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HiPath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비즈니스 프로
세스의 안정적 운 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멘스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한 서비스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서비스 망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Simple administration

Perfect service



모바일오피스 / HiPath MobileOffice
HiPath MobileOffice는 실시간 조건에서 제반 환경, 
설비의 종류 또는 지역에 관계 없는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본통합애플리케이션은통합메시징(Unified Messaging),
재택근무(Teleworking), 데스크공유(Desk sharing), 
웹컨텐츠액세스및필터링커뮤니케이션솔루션등을포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로우에 한 종합적인 매니지먼트
기능은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및 이용자를 위한 관리 효율을
증 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현재 위치에 관계 없이
팀단위업무의효율성과협력성을배가할수있도록합니다. 
이를 통하여 직원들의 모빌러티 근무의 효율과 의욕도
고취될수있으며업무공간, 설비, 커뮤니케이션비용등의
직접 경비도 절감됩니다. 
더욱이 귀사와 커뮤니케이션하기위하여귀사의고객은
보다안정적이고다양한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Performance on demand.

프로센터 / HiPath ProCenter 
HPPC(HiPath ProCenter)는 기업 내의 고객 관련
프로세스 최적화와 혁신적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컨택센터 솔루션입니다. HPPC는 eCRM 애플리
케이션으로서 인터넷, e-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IVR, FAX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음성, FAX, e-mail, Web 등 다양한
경로를통한고객Contact의일괄처리, 상담원및관리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CRM 솔루션과의 통합을 위한 인터
페이스 등을 제공하여 귀사 컨택센터의 생산성을 증 시킬
것입니다. HiPath ProCenter는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체계적인 고객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최적화
합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를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충성도와 고객과의 관계를 극 화하도록 합니다.

HiPath CAP 
HiPath CAP (Common Application Platform)은
HiPath 4000 Real-Time IP 시스템이 개방적인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성되어 고객의 특정
솔루션과 간편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HiPath CAP 인터페이스는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사와
호텔, 병원 및 고객에 한 직접적인 텔레포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완벽하게 통합
되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무선 랜 텔레포니
HiPath WLAN Telephony

무선랜 텔레포니는 무선랜 전화기 및 PDA 등을 이용하여
사내에서 이동 중에도 외부 전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만족을 증 시키며 전화회신의 필요성을 감소
하고 사내에서의 무선전화 사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HiPath Hospitality Service Center 
(HHSC)

호텔, 실버타운, 병원 등을 위한 서비스 솔루션을 통합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본 솔루션은 PMS
(Property Management System)와 통합되어 Wake
up, Voice mail, Minibar posting, Call accounting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고객을 위한 편리한 통신 서비스와
예약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HiPath ICTC 
HiPath ICTC (Internet-Controlled Telephone
Conferences)는 인터넷 상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회의
통화를 예약, 소집, 통보,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회의 통화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60명까지 구성
될 수 있습니다. ICTC를 이용하여 보다 빠른 의사 결정과
출장 비용 절감 및 업무 협력성을 증 할 수 있습니다. 

HiPath SimplyPhone 
아웃룩, 로터스노츠그룹웨어와통합구성되어전화기능을
컴퓨터에 연동하는 데스크탑 CT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MS 아웃룩과 통합되는 경우, 연락처 폴더에서의 Click
& Dial 기능, 아웃룩 작업 목록(task list)에서 발신콜 및
콜백 계획 설정, 수신/발신 전화 기록을 컴퓨터에 로그로
기록, 다양한 전화 기능을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CTI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최고 성능의 IP 클라이언트

optiPoint 410 IP Phone은 최고
수준의응용기능과모듈식구조그리고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G.722와 같은
wideband 코덱 기술을 이용하여
통화 품질을 향상 하 으며, HiPath
ComScendo 기능을 제한 없이 적용
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콜 기능을 지원하므로 설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편리하고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동 중인 경우에도 전화를 연결하는
모빌러티 기능을 제공하며, 데스크쉐어링 등의 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비용절감도 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의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만으로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optiPoint 410 advance
optiPoint 410 advance는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고급형 IP Phone 입니다. 
19개의 LED 기능버튼, 4 line x 24 characters 크기의
디스플레이, 양방향 핸즈프리 통화, 헤드셋 연결 포트,
USB 연결 포트 등 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Top management 사무실, 회의실, 고급 호텔룸 등에
적합합니다.

optiPoint 디스플레이 모듈
optiPoint 디스플레이 모듈은 optiPoint 410 standard와
optiPoint 410 advance에추가로 장착하여 사용됩니다. 
디스플레이모듈은터치스크린을이용하여손쉽게기능을
이용할수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연결서비스나WAP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Gigaset S1 
professional

무선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무선랜 핸드셋 입니다. 
170시간 통화 기, 13시간
통화를지원하며, 유선IP Phone의
다양한 부가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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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ocket : PDA 클라이언트
optiPocket은 이동 근무 중에 사내 환경과 동일한 텔레
포니 기능을 이용할 때 사용됩니다. 
PDA에 설치하는 소프트 클라이언트 폰 모듈로서 개인별
MS 아웃룩주소록및사내디렉토리와의데이터액세스가
가능하여 이동 근무 중의 업무를 효율화 합니다.



optiPoint 500 디지털 전화기

optiPoint 확장 버튼 모듈
LED 기능버튼 확장 모듈

optiPoint 시그니쳐 모듈
시그니쳐 카드 확장 모듈

optiPoint 500 확장모듈

optiPoint 410 IP 전화기

optiPoint 500 어댑터

optiClient 130 Soft Client

Attendant Consoles

optiPoint 500 entry 
사무실 현관, 창고, 병원 등에 적합한 비용 절감형 모델

optiPoint 500 economy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 경제형 모델

optiPoint 500 basic
일반형 디지털 전화기

optiPoint 500 standard 
양방향핸즈프리기능을제공하는표준형디지털전화기

optiPoint 500 advance
고급형 디지털 전화기 : 헤드셋 연결 포트 등 전문적인
용도를 위한 고급 기능 제공

optiPoint acoustic adapter

optiPoint analog adapter

optiPoint phone adapter

optiPoint recorder adapter

optiPoint 410 entry

optiPoint 410 economy 

optiPoint 410 standard

optiPoint 410 advance

IP 전화기 모든 모델은 IP 텔레포니의 모든 요구 기능을
지원합니다. 음성 압축, 전송, QoS, 보안 등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PoE(Power over Ethernet)을
이용하여 전원 차단 시에도 전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
니다. 
또한 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기능을
지원합니다. 



Technical Data

Trunk 인터페이스
�ISDN : PRI, BRI

�MFC R2  E1, T1

�아날로그 : 아날로그 국선, E&M

�Integral Service Platform
- transport and network protocol TCP/IP
- asynchronous protocol PPP
- file transfer protocol FTP
- Web protocol HTTP
- V2.4 asynch/synch access
- access via Ethernet or fast modem

User 인터페이스
�디지털 : optiPoint 500 디지털전화기, 

AC 4 / AC-Win 중계

�아날로그 : G3 fax,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

�IP (HG 3530) : 10/100 BaseT 
G.711, G.723.1, G.729 A/B
DiffServ, IEEE 802.1 p/q

�ISDN BRI : ISDN 터미널, G4 fax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ISDN : BRI, PRI, QSIG, CorNet NQ, PSS1, 

E&M, CAS, MFC

�아날로그

�IP (HG 3550) : 10/100 BaseT
G. 711, G.723.1, G.729 A/B, T.38
DiffServ, IEEE 802.1 p/q, CorNet NQ

기타 인터페이스
�V.24

�LAN 

�Management support : SNMP

시스템 구성 용량
�단일 시스템 구성

- IP 로컬 구성 Access Point : 15개
- IP 분산 환경 Access Point : 83개
- IP 가입자 : 12,000
- 일반 회선 : 22,500

�복수 시스템 구성
- 디지털 / IP 가입자 : 100,000

일반 제원
�CPU Type : Pentium III/800MHz

�Main Memory : 256M

�Memory Backup : 40GB HDD, 1.3GB MO Disk

시스템 이중화
�CPU, Memory, Power, 통화로

�Active / Standby 방식

전원
AC 및 DC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정지 시스템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UPS 또는 배터리의 설치를 권장 합니다. 

시스템 도입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ingle Phase : 230 V, ±10%

�Three Phase : 400 V, ±10%

환경 조건
�온도 +5℃ ~ +40℃

�상 습도 최 85%

연장 거리
�디지털전화기 : 500M

(플러그인 전원모듈 장착 시 : 1,000M)

시스템 크기 (W×H×D)및 무게
�19"랙 타입

�stackable 타입

System Interfaces

HiPath 4000 커뮤니케이션 서버 440×170×300 최 13kg

HiPath AP 3700 440×445×433 최 25kg

HiPath AP 3700 IP 440×445×433 최 22kg

HiPath 4000 커뮤니케이션 서버
773×1845×515 최 180kg+3 HiPath AP 3300

HiPath AP 3300 773×645×515 최 30kg

HiPath AP 3300 IP 773×645×515 최 30kg



HiPath는 지멘스의 기업통신 통합 아키텍쳐를 말합니다.
HiPath는기업고객들이기존의투자를최 한보호하면서
개별적인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존의 음성과 데이터
통신 인프라를 발전 시키고 특히 IP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통신환경을 만들
도록 합니다. 더욱 확장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가치 창출과 ROI(Return on Investment)에
기반한인프라의발전을위하여다양한옵션을제공합니다. 

지멘스는 이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츈(Fortune) 500 기업의 70% 이상이 이미
지멘스의 기업통신 솔루션을 선택해 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보다컴은 지멘스의 다양한 제품을 향상된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 고객의 효율적인 통신 환경 만들
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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