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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오디오 컨퍼런

스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는 전기통신  

   서비스 기본이용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sds.com)에 게시하 

      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디오 컨퍼런스(Audio Conference) :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2인 이상의 인원

들이 전기통신설비(오디오 컨퍼런스 시스템)를 통해서 동시에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3. 서비스 이용신청 : 서비스 이용계약 이후에 고객사 임직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의용 접속번호와 비밀번호(컨퍼런스 코드)를 신청하는 것 

4.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혹은 단체 소속의 직원(이하 "고객"이

라 합니다.)  

5. 고객사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6. 관리자 : 고객사의 고객을 위임 관리하는 고객사 대표 담당자 

7. 주최자 :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시, 진행, 종료를 결정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용자 

8. 참석자 : 주체자 외에 주체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에 참석하는 이용자 

9. 상담원 :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안내, 고객문의 및 요청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회사의 사원 또는 회사와 계약한 타회사의 담당 인력 

10. 오디오 컨퍼런스(Korea): 주최자가 직접 컨퍼런스 룸(Room)을 개설하거나, 상담원

을 통해 컨퍼런스 룸(Room)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주로 국내에서 Dial-in 혹은 

Dial-out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담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줌(이하"오디오 컨퍼런스(Korea)"라고 합니다.) 



 

- 3 - 

11. 오디오 컨퍼런스(Global): 주최자가 직접 컨퍼런스 룸(Room)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회의 주최자 및 참석자가 Dial-in 방식(Toll Free 혹은 Local 

Number 활용) 혹은 Dial-out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이하"오디

오 컨퍼런스(Global)"라고 합니다.) 

12. Toll Free Number: 주최자 및 참석자가 글로벌 환경에서 별도의 통화료 부담없이 

컨퍼런스 룸(Room)에 Dial-in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3. Local Number: 주최자 및 참석자가 글로벌 환경에서 Local 통화료만 부담하고 컨

퍼런스 룸(Room)에 Dial-in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Local 전화번호 

14. 스마트 컨퍼런스 : 회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단말용 Application 

15. 오디오 컨퍼런스(Mobile): 주최자가 스마트 폰 단말용 Application을 활용하여, 

Dial-out 방식으로 참석자를 컨퍼런스 룸(Room)으로 초대하거나 Dial-in 방식(Toll 

Free 혹은 Local Number 활용)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함(이하"오디오 컨퍼런스(Mobile)"라고 합니다.) 

16. 해제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이용계약 승낙 이후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계약을 해

약하는 것 

17. 해지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제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8. 회의용 접속번호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설정하여 주최자에게 알려주는 

전화번호 정보 

19. 비밀번호(컨퍼런스 코드) : 회의용 접속번호로 발신한 이용자들이 본인에게 해당 

    하는 오디오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번호정보  

20. 관리자 웹사이트 : 관리자가 고객 대상으로 사용 권한부여, 통계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1 절 이용계약신청 및 승낙 

 

제 5 조 [이용계약의 신청]  

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은 회사 소정의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신청은 승낙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승낙]  

① 회사는 이용계약신청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계약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 

   니다. 

   1. 고객의 권리의무 

   2. 요금 및 요금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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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승낙유보]  

① 회사는 이용계약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계약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승낙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이용계약신청 양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계약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2 절 이용계약의 변경 

 

제 8 조 [이용계약의 변경]  

   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고객의 명칭 등의 변경]  

① 고객은 성명이나 상호 또는 주소나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에서 언급한 제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고객 지위의 승계]  

①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고객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회사 소정의 양식에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고객 

또는 그 고객의 업무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고객 

지위의 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고객인 법인의 업무분할에 따른 새로운 법인으로의 변경 

   2. 고객인 법인의 업무양도에 의한 별도 법인으로의 변경 

   3. 고객인 법인격을 갖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의 변경 

   4. 그외 1에서3까지의 분류되어 질 수 있는 유사한 변경 

③ 전항의 경우에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인을 회사에 대표

자로 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④ 전항의 변경에 의한 대표자의 제출이 있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중 1인을 대표자로서 취급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해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계약의 채무도 승계한 것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출을 승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

거나 회사의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제출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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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11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고객이 계약을 서비스 이용 전에 해제하거나 이용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 고객이 이용계약상의 채무지불기일을 경과하여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위법으로 또는 명백히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 고객이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③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이 

   유를 통보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 절 서비스의 종류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서비스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오디오 컨퍼런스(Korea)와 글로벌에서 이용 가능한 

오디오 컨퍼런스(Global), 오디오 컨퍼런스(Mobi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2 절 서비스의 제공 

 

제 13 조 [서비스 이용신청]  

   고객은 회사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여 회사에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통지 

   해야 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개시]  

① 회사는 제7조(승낙유보) 제1항에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일시에 서비스를 제공 

   하며, 희망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희망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내역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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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은 매월 서비스 이용내역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3개월이 경과한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관리자 웹사이트 이용 등]  

① 회사는 관리자에게 관리자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② 관리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 등의 동의를 얻

지 않고 개인정보를 관리자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2항에 위반하여 수행한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객사와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 절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 17 조 [이용시간]  

① 오디오 컨퍼런스(Korea) : 상담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방식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09:00~18:00, 토요일

09:00~12:0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② 오디오 컨퍼런스(Global), 오디오 컨퍼런스(Mobile)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유를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 

   니다. 단,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지 이전에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② 회사의 설비 및 회선의 보수 또는 공사를 위해 서비스 제공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 및 회선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 

    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 4 장 요 금 

 

제 1 절 요금의 구분 및 계산 

 

제 19 조 [이용 요금]  

① 서비스의 요금은 [별표2]에 규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② 요금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설비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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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요금의 계산]  

   ① 오디오 컨퍼런스(Korea) : 다음 각 호의 합산에 의해 계산합니다. 

  1. 이용료 

  2. 회사의 일반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의 요금표에 따른 통화료 

  3. 교환원 수수료 

② 오디오 컨퍼런스(Global), 오디오 컨퍼런스(Mobile) : 이용료만 부과됩니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 21 조 [요금의 산출기간]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1개월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제 2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 22 조 [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계약휴지 및 

   서비스 제공휴지 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미납금 또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 등을 합산 청구하거나 누적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요금의 납입] 

   고객은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회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합니다. 위 납입 방법의 변경은 변경신청일 익월 청구서부터 적용합니다. 

 

제 24 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 25 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잘못 낸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요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 

      금 등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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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 

   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제 27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8 조 [고객 보호기구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정보 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고객 보호기구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 

    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 29 조 [고객 보호대책 등]  

   회사는 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 고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30 조 [번호정보의 관리 등]  

 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회의용 접속번호, 비 

    밀번호(컨퍼런스 코드)의 관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3자가 고객의 회의용 접속번호와 비밀번호 

    (컨퍼런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요금에 대해 고객의 사용중지 요청 

    전까지 납부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1 조 [고객의 민원 조치 및 대책]  

    회사는 고객의 민원형태에 따른 대책과 조치절차 및 처리기간을 [별표3]과 같이 정 

    의하여 시행합니다. 

 

제 32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   

    사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3시간 이 

    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 

    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영업손실, 기회이익 손실 등 간접적,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하지 않으며,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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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 

      2. 고객의 단말기기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3.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6.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전에 중단사유를 통지한 경우 

      7. 기타 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 

    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제 6 장 보   칙 

 

제 33 조 [별표의 개정]  

    별표로 정하는 내용이 서울전파관리소(www.crmo.go.kr)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때에는 이 약관이 개정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약관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약관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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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 別 表 ) 

 

별표 1. 서비스의 종류 

 

1) 오디오 컨퍼런스(Korea) 

이용방식 내용 이용시간 

1.주최자 직접 회의  

  개설(Dial-in 방식) 

국내에서 회의용 접속번호로 Dial-in하여 비밀번호(컨퍼런스 

코드)를 입력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형태 

24시간 
2.주최자 직접 회의 

  개설(Dial-out방식) 

주최자가 회의용 접속번호로 다이얼하여 비밀번호(컨퍼런스 

코드)를 입력하면 등록된 참석자를 자동적으로 호출하여 회

의에 연결하는 형태 

3.상담원 지원 회의 

  개설(Dial-in 방식) 

국내에서 회의용 접속번호로 Dial-in하면 상담원이 응대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형태 

상담원 근무시간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2:00 

 일요일, 공휴일 불가) 

4.상담원 지원 회의 

  개설(Dial-out방식) 

예약한 회의시간이 되면 상담원이 이용자를 호출하여 회의에 

연결하는 형태 

 

2) 오디오 컨퍼런스(Global)와 오디오 컨퍼런스(Mobile) 

이용방식 내용 이용시간 

Dial-in 

 

1.Toll Free 

Number 

접속방식 

(수신자 부담) 

회의용 접속번호로 다이얼하여 비밀번호(컨퍼런스 코드)

를 입력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형태 

24시간 
2.Local Number 

접속방식 

(발신자 부담) 

회의용 접속번호로 다이얼하여 비밀번호(컨퍼런스 코드)

를 입력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형태 

3.Dial-out 
주최자 혹은 참석자가 컨퍼런스콜을 수신하여 회의에 참

석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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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요금표 

 

1) 오디오 컨퍼런스(Korea) 

 

 가. 이용방식별 요금액 

이용방식 컨퍼런스 이용료 교환원수수료 통화료 비고 

1.주최자 직접 회의  

  개설(Dial-in 방식) 

이용자당 

300원/분 

없음 

없음 
통화료는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업자로부터 청구 받음 
2.상담원 지원 회의 

  개설(Dial-in 방식) 
2,000원/건 

3.상담원 지원 회의 

  개설(Dial-out방식) 
2,000원/건 

약관 기준 

부과 

 통화료는 삼성SDS 일반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요금표에 준함 
4.주최자 직접 회의 

  개설(Dial-out방식) 
없음 

※ 과금 시간 단위는 분, 청구 단위는 회의 이용자 1인 기준 

 

 나. 접속시간의 계산방법 

  (1) 접속시간의 측정개시는 이용방식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최자 직접 회의 개설(Dial-in 방식)  : 각 이용자회선이 설비에 접속된 시각(상담

원 호출이 혼재하는 경우는 해당 이용자회선이 상담원에 의해 설비에 접속된 시각) 

    ② 상담원 지원 회의 개설(Dial-in 방식) : 각 이용자회선이 설비에 접속된 시각 

    ③ 상담원 지원 회의 개설(Dial-out방식) : 예약된 각 이용자회선이 상담원에 의해 

설비에 접속된 시각 

    ④ 주최자 직접 회의 개설(Dial-out방식) : 예약된 각 이용자회선이 설비에 접속된 

시각 

 

  (2) 접속시간의 측정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회선이 단절된 시각 

 

  (3) 접속시간의 단위 

   - 접속시간은 분단위로 하고, 통화료는 회사 일반전화이용약관의 요금계산 규정에 

     준합니다. 

 

 라.기 타 

 본 표에서 정한 요금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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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디오 컨퍼런스(Global)와 오디오 컨퍼런스(Mobile) 

 

 가. 이용방식별 요금액 

이용방식 이용료 통화료 비고 

Dial-in 

 

1.Toll Free 

Number 

(수신자 부담) 

이용자당 300원/분 (미국기준) 

국가별 상세요금 하단참조 

 없음 

전용회선 사용으로 별도의 

통화료 청구되지 않음 

2.Local Number 

(발신자 부담) 

이용자당 270원/분 (미국기준) 

국가별 상세요금 하단참조 

이용자는 회선을 가입하여 

사용 중인 통신사업자로부터 

통화료 청구를 받음 

3.Dial-out 
이용자당 300원/분 (미국기준) 

국가별 상세요금 하단참조 

통화료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산정 

 

① Toll Free Number 국가별 요금                                      (단위: Minute) 

국가명 요금 
국가명 요금 

국내(원) 해외($) 국내(원) 해외($) 

ARGENTINA 740원 $0.74 KOREA (SOUTH) 200원 $0.20 

AUSTRALIA 300원 $0.30 LATVIA 530원 $0.53 

AUSTRIA 300원 $0.30 LITHUANIA 530원 $0.53 

BAHAMAS 570원 $0.57 LUXEMBOURG 300원 $0.30 

BAHRAIN 840원 $0.84 MALAYSIA 300원 $0.30 

BARBADOS 540원 $0.54 MALTA 500원 $0.50 

BELARUS 1,630원 $1.63 MEXICO 440원 $0.44 

BELGIUM 300원 $0.30 MONACO 400원 $0.40 

BERMUDA 400원 $0.40 NETHERLANDS 300원 $0.30 

BOLIVIA 1,100원 $1.10 NEW ZEALAND 300원 $0.30 

BRAZIL 1,110원 $1.11 NORWAY 310원 $0.31 

BRUNEI DARUSSALAM 1,000원 $1.00 PAKISTAN 700원 
 

799 
700 

$0.70 

BULGARIA 610원 $0.61 PANAMA 770원 $0.77 

CANADA 300원 $0.30 PERU 770원 $0.77 

CAYMAN ISLANDS 1,000원 $1.00 PHILIPPINES 640원 $0.64 

CHILE 630원 $0.63 POLAND 300원 $0.30 

CHINA 300원 $0.30 PORTUGAL 300원 $0.30 

COLOMBIA 830원 $0.83 PUERTO RICO 310원 $0.31 

COSTA RICA 860원 $0.86 ROMANIA 690원 $0.69 

CROATIA 300원 $0.30 RUSSIA 400원 $0.40 

CYPRUS 540원 $0.54 SAN MARINO 400원 $0.40 

CZECH REPUBLIC 510원 $0.51 SAUDI ARABIA 1,000원 $1.00 

DENMARK 300원 $0.30 SERBIA 770원 $0.77 

DOMINICAN REPUBLIC 570원 $0.57 SINGAPORE 300원 $0.30 

EGYPT 
ㄷ 

940원 $0.94 SLOVAKIA 340원 $0.34 

ESTONIA 400원 $0.40 SLOVENIA 640원 $0.64 

FIJI 1,000원 $1.00 SOUTH AFRICA 400원 $0.40 

FINLAND 300원 $0.30 SPAIN 300원 $0.30 

FRANCE 300원 $0.30 SRI LANKA 1,000원 $1.00 

GERMANY 300원 $0.30 ST. KITTS & NEVIS 830원 $0.83 

GREECE 300원 $0.30 SWEDEN 300원 $0.30 

GUAM 400원 $0.40 SWITZERLAND 300원 $0.30 

GUYANA 1,000원 $1.00 TAIWAN 300원 $0.30 

HONG KONG 300원 $0.30 THAILAND 340원 $0.34 

HUNGARY 410원 $0.41 TRINIDAD AND TOBAGO 740원 $0.74 

ICELAND 460원 $0.46 TURKEY 550원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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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630원 $0.63 UKRAINE 1,460원 $1.46 

INDONESIA 630원 $0.63 UNITED ARAB EMIRATES 600원 $0.60 

IRELAND, REPUBLIC OF 300원 $0.30 UNITED KINGDOM 300원 $0.30 

ISRAEL 300원 $0.30 UNITED STATES 300원 $0.30 

ITALY 300원 $0.30 URUGUAY 910원 $0.91 

JAMAICA 690원 $0.69 VENEZUELA 460원 $0.46 

JAPAN 300원 $0.30 VIETNAM 830원 $0.83 

KAZAHSTAN 800원 $0.80 VIRGIN ISLAND (US) 430원 $0.43 

※ 상기 요금표 이외에 국가는 Default(국내: 2,000원/min, 해외: $2.00/min) 요금 적용 

 

② Local Number 국가별 요금                                          (단위: Minute) 

국가명 요금 
국가명 

요금 

국내(원) 해외($) 국내(원) 해외($) 

AUSTRALIA 270원 $0.27 KOREA (SOUTH) 180원 $0.18 

AUSTRIA 270원 $0.27 LATVIA 480원 $0.48 

BELGIUM 270원 $0.27 LITHUANIA 480원 $0.48 

BULGARIA 550원 $0.55 LUXEMBOURG 270원 $0.27 

CHINA 270원 $0.27 MALAYSIA 270원 $0.27 

CZECH REPUBLIC 460원 $0.46 NETHERLANDS 270원 $0.27 

DENMARK 270원 $0.27 NORWAY 280원 $0.28 

ESTONIA 360원 $0.36 PHILIPPINES 580원 $0.58 

FINLAND 270원 $0.27 POLAND 270원 $0.27 

FRANCE 270원 $0.27 ROMANIA 630원 $0.63 

GHANA 970원 $0.97 RUSSIA 360원 $0.36 

GERMANY 270원 $0.27 SINGAPORE 270원 $0.27 

HONG KONG 270원 $0.27 SLOVAKIA 310원 $0.31 

HUNGARY 370원 $0.37 SLOVENIA 580원 $0.58 

INDIA 570원 $0.57 SPAIN 270원 $0.27 

IRELAND, REPUBLIC OF 270원 $0.27 SWEDEN 270원 $0.27 

ISRAEL 270원 $0.27 SWITZERLAND 270원 $0.27 

ITALY 270원 $0.27 TURKEY 490원 $0.49 

JAPAN 270원 $0.27 UNITED KINGDOM 270원 $0.27 

KENYA 270원 $0.27 UNITED STATES 270원 $0.27 

※ 상기 요금표 이외에 국가는 Default(국내: 2,000원/min, 해외: $2.00/min) 요금 적용 

 

③ Dial-out 접속방식 국가별 요금                                     (단위: Minute) 

국가명 요금 
국가명 요금 

국내(원) 해외($) 국내(원) 해외($) 

ARGENTINA 740원 $0.74 LATVIA 530원 $0.53 

AUSTRALIA 300원 $0.30 LITHUANIA 530원 $0.53 

AUSTRIA 300원 $0.30 LUXEMBOURG 300원 $0.30 

BAHAMAS 570원 $0.57 MALAYSIA 300원 $0.30 

BAHRAIN 840원 $0.84 MEXICO 440원 $0.44 

BARBADOS 1,500원 $1.50 NIGERIA 1,600원 $1.60 

BELARUS 1,630원 $1.63 NETHERLANDS 300원 $0.30 

BELGIUM 300원 $0.30 NEW ZEALAND 300원 $0.30 

BRAZIL 1,110원 $1.11 Northern Mariana islands 1,600원 $1.60 

BULGARIA 610원 $0.61 NORWAY 310원 $0.31 

CANADA 300원 $0.30 PANAMA 770원 $0.77 

CHILE 630원 $0.63 PERU 770원 $0.77 

CHINA 300원 $0.30 PHILIPPINES 640원 $0.64 

COLOMBIA 830원 $0.83 POLAND 300원 $0.30 

COSTA RICA 860원 $0.86 PORTUGAL 300원 $0.30 

CROATIA 300원 $0.30 PUERTO RICO 310원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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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US 540원 $0.54 ROMANIA 690원 $0.69 

CZECH REPUBLIC 510원 $0.51 RUSSIA 400원 $0.40 

DENMARK 300원 $0.30 SERBIA 1,450원 $1.45 
DOMINICAN REPUBLIC 570원 $0.57 SINGAPORE 300원 $0.30 

EL SALVADOR 970원 $0.97 SLOVAKIA 340원 $0.34 

ESTONIA 400원 $0.40 SLOVENIA  640원 $0.64 

FINLAND 300원 $0.30 SOUTH AFRICA 400원 $0.40 

FRANCE 300원 $0.30 SPAIN 300원 $0.30 

GHANA 1,750원 $1.75 ST. KITTS & NEVIS 830원 $0.83 

GERMANY 300원 $0.30 SWEDEN 300원 $0.30 

GREECE 300원 $0.30 SWITZERLAND 300원 $0.30 

HONG KONG 300원 $0.30 TAIWAN 300원 $0.30 

HUNGARY 410원 $0.41 THAILAND 340원 $0.34 

ICELAND 460원 $0.46 TRINIDAD AND TOBAGO 740원 $0.74 

INDIA 630원 $0.63 TURKEY 550원 $0.55 

INDONESIA 630원 $0.63 UKRAINE 1,460원 $1.46 

IRELAND, REPUBLIC OF 300원 $0.30 UNITED ARAB EMIRATES 600원 $0.60 

ISRAEL 300원 $0.30 UNITED KINGDOM 300원 $0.30 

ITALY 300원 $0.30 UNITED STATES 300원 $0.30 

JAMAICA 690원 $0.69 URUGUAY 910원 $0.91 

JAPAN 300원 $0.30 VENEZUELA 460원 $0.46 

KENYA 1,630원 $1.63 VIETNAM 830원 $0.83 

KOREA (SOUTH) 200원 $0.20 VIRGIN ISLANDS (US) 430원 $0.43 

※ 상기 요금표 이외에 국가는 Default(국내: 2,000원/min, 해외: $2.00/min) 요금 적용 

 

 나. 접속시간의 계산방법 

  (1) 접속시간의 측정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oll Free Number / Local Number: 각 통화 회선이 설비에 접속된 시각 

- Dial-out: 회의 주최자 혹은 참석자가 Dial-out 통화를 수신한 시각 

 

  (2) 접속시간의 측정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회선이 단절된 시각 

 

  (3) 접속시간의 단위 

  - 접속시간은 분(min)단위로 합니다.  

 

 다. 기 타 

본 표에서 정한 요금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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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객의 민원 유형별 조치 및 대책 

 

민원 

유형 
세부 유형 원인 조치절차 대책 

처리 

기간 

청구서 

관련 
청구서 부달 

고객의 

주소변경 
청구서 재발송 

고객에 주소변경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

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파악 
5일 

배송오류 고객에 사과 후 재발송 우편배달상 문제점 파악 후 조치 5일 

세금, 

부가료 

관련 

이의 

가산금 부과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상세한 내용 

안내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전예방 즉시 

회사과실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과금 시스템 사전 관리 철저 및 발생시 

즉시 수정조치  
5일 

이용금액 

오차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통화 과금 

자료 확인 통해 안내 
상세 통화 과금 자료를 제공 즉시 

회사과실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과금 시스템 사전 관리 철저 및 발생시 

즉시 수정조치  
5일 

이용부인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사용내역 확

인 통해 안내 
상세 사용내역 자료를 제공 5일 

요율,

청구 

관련 

요율관련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약관에 명시

된 국가별 요율 안내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전예방 즉시 

이중청구 회사과실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과금 시스템 사전 관리 철저 및 발생시 

즉시 수정조치  
5일 

서비스 

이용 

관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서비스장비

문제 

고객에 사과 후 개선 

조치 

철저한 서비스장비 관리 강화 및 문제 

발생시 즉시 개선 조치 
10일 

선로상의 

문제 

고객에 사과 후 개선 

조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개선 요청 및 사업

자 변경 
10일 

회선부족 

으로 인한  

사용불가 

회선부족 
고객에 사과 후 개선 

조치 

철저한 회선 관리과 수요 예측으로 적

기 회선증설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