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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쓰면좋은상품

통신상품 다회선결합 할인과
직원 모바일 할인혜택까지

서비스 특장점

다회선결합할인

인터넷, tv 최대 50회선, 전화 최대

100회선까지 결합할인 제공

이런고객님께추천합니다

인터넷, 전화, tv 상품을 다회선으로 이용하는 사업장 다수

의 PC환경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구성이 필요한 사업장

직원들에게 모바일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장

페이스캅

얼굴인식을 통해 관리와통제가

가능한 서비스

비즈메카 EZ

기업 필수업무를 쉽고빠르게

처리하는 서비스

biz 메세징

사업장의 정보를고객에게

문자로 제공하는서비스

직원모바일요금할인 선택상품최대 40% 할인

법인명의, 임직원, 개인명의
모바일 모두 최대8,800원 할인

무선랙, 보안, PC 백업 등
기업에 필요한 상품들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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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상품안내

상세정보

비즈성공팩
통신상품 다회선결합 할인과 직원 모바일 할인 혜택까지

※ 기본상품인인터넷에 선택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최소 1개 골라 비즈성공팩 구성(옵션상품 선택하지 않아도 성공팩 결합 가능)

• 전용회선 : 완벽한 보안성능을 갖춘 24시간 단독 회선 제공 서비스

• Kornet : 기업, 공공 고객을 위한 고품질 인터넷 전용 상품

• GiGA Office : 고객사와 KT를 GiGA LAN으로 연결하여, KT에서 고객의 장비 호스팅, 인터넷 접속, 보안, 통합관제 등 기업 ICT 운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 VPN : 국내 최고 KT 기업 보안 전용망(MPLS)을 통하여 보안 회선과 인터넷서비스 제공

• 모바일 : 법인/임직원 대상 기업 전용 모바일 서비스

• GiGA eyes : Full HD 영상 실시간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하며, 최첨단 보안/편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CCTV서비스

• 무선랜 : 무선 네트워크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랜 통합 구축 및 관제를 제공하는 서비스

• 보안UTM : UTM(United Threat Management, 통합보안장비)에 대한 임대/유지보수 서비스

• PC백업 : 별도의 장비와 솔루션 없이, 손쉽고 안전하게 KT 클라우드에 PC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 할 수 있는 서비스

• 개인정보관리 : 고객 PC내 개인정보 파일을 검출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이동식 저장매체

(USB, 외장하드 등)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 악성코드탐지차단 :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를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여 차단하는 서비스

• 에듀(이러닝) :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모바일 중심의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

• GiGA IoT 전광판 : "창문형 LED전광판"에 LTE 모듈을 탑재하여, 스마트폰 앱이나 중앙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광고 컨텐츠 변경

가능한 Io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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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IP 서비스는 ’18.8.1 부로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세무로 :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상에서 e-mail의 형태로 발송/관리하는 서비스

• 그룹웨어 : 시스템 구축 없이 사내 커뮤니케이션(전자결재, 메일, 게시판 등) 이 스마트폰, 태플릿 및 PC에서도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월정액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 One Box : IT 가상화를 기반으로 스위치, 보안,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1

• 오피스 IP넷: 기존 오피스 IP서비스를 리뉴얼하여 인터넷 회선과 IP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IP당 접속단말 무제한, 고정 IP의 경우 유동 IP 이용 시에만 가입 가능) 

• Managed 서버: 웹서버, DB서버 등 응용업무에 필요한 서버 장비 임대로 구축 비용을 최소화 하는 서비스

• Cloud 콜센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중소형 고객사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콜센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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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 표 안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입니다.

비즈성공팩
통신상품 다회선결합 할인과 직원 모바일 할인 혜택까지

상품 분류
단품요금

(3년약정기준)

결합요금

1년 2년 3년

인터넷

인터넷 최대 100M 22,000 34,650 29,700 22,000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33,000 39,710 34,782 29,700

기가 인터넷 최대 1G 38,500 47,025 40,920 34,650

일반전화 5,720 5,434 5,320 5,148

인터넷전화 2,200 1,540 1,320 1,100

TV

olleh tv live 10 13,200 14,891 13,811 11,880

olleh tv live 12 15,840 17,870 16,573 14,256

olleh tv live 15 20,240 22,833 21,176 18,216

오피스 IP넷

유동 IP 100M 30,800 41,800 35,805 27,720 

고정 IP 100M 41,800 47,025 40,920 37,620 

모바일 LTE 요금제별 5,500~8,800원 월정액 할인

GiGA eyes 63,250(4대 기준) 63,250/4대 기준(인터넷 10% 할인)

edu(이러닝) 5,500 4,950 4,950 4,950

무선랜 (KTLi-100) 11,990 - - 10,780

보안(UTM) 
FG 30E Type1 61,600 - - 47,300 

TG 50B Type1 89,100 - - 67,100

PC backup 11,000 - - 5,500

악성코드 탐지 차단 6,545 - - 5,775

개인정보 관리 6,545 - - 5,775

기가IoT전광판(솔루션 이용료) 3,300 - 2,970 2,970

그룹웨어 6,545 5,852 5,544 5,236

세무로 4,400 3,960 3,960 3,960

One Box 79,420 - - 58,300

Managed 서버

웹서버-DELL R230 93,500 - - 88,880

DB서버-DELL R440 176,000 - - 167,200

서버OS – MS WS16 39,600 - - 38,830 

cloud 콜센터(비즈) 61,600 75,240 66,880 58,520 

※ 3년 약정기준

※ 2017.9.1일 이후 올레 인터넷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해 성공팩 인터넷 할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 비즈성공팩은 결합상품으로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할인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상품은 예시 상품으로 이 외의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 인터넷 최대 100M 상품의 경우 결합할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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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꼭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필수)  

비즈성공팩에 가입된 상품은 타 결합으로 중복할인이불가합니다.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은 개별 해지 가능합니다.  

비즈결합 가입 고객님은 기존의 혜택이적용됩니다.

TV는 비즈형 상품만 결합 가능하며, 추가단말 포함 최대 250대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합해서 최대 100회선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일반전화는 최대 50회선)

이너텔의 경우 결합할인이미제공됩니다.

무선랜과 보안(UTM)은 장비 임대에 한하며, 3년 이상 약정 조건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설치 및 이용가이드

상품신청 프로세스

비즈성공팩
통신상품 다회선결합 할인과 직원 모바일 할인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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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프로세스

※ 담당 영업직원이 있는 경우, 영업직원을 통한 A/S 접수 가능

신청 및문의

전화상담신청(서비스 문의, 신청 및 해지):1588-0114

고장(장애)접수 : 1588-0114,080-789-0099

1:1 문의

비즈성공팩
통신상품 다회선결합 할인과 직원 모바일 할인 혜택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