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능과 합리적 가격을 갖춘 중소형 교환기

SCM Compact
SCM Compact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최적화된 All-in-one IP-PBX 입니다. 

Wireless LAN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의 업무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www.samsungEnterprise.com



SCM Compact (SMB IP-PBX)

주요기능 및 특장점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15년 11월 기준이며, 성능 개선으로 인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사업부 Enterprise 영업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E-mail : jby721@samsung.com

▶ 서비스문의 : 1577-3366

▶ 제품문의 : (031) 279-1206

www.samsungEnterprise.com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춘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 확보 
•기가 이더넷 (GbE) 속도를 지원하고 안전성과 가용성을 높이는 포트 이중화 

•전원 이중화로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

•서버 재가동 없이 전원공급 중 옵션 카드 탈/실장 가능 (Hot Swap 지원)

Mobile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 지원   
• 휴대폰 번호로 발신 했을 경우 내선으로 자동 전환하여 통신비 절감  

(Smart Routing)

•모바일에 특화된 Samsung Voice Engine 적용

• WiFi ↔ Mobile Network 간 끊김 없이 통화를 자연스럽게 연결  

(Smart Handover)

•공간적 제약이 없는 Mobile UC로 업무 효율성 제고

•통화 중에도 IP Phone과 스마트폰 간 자유로운 호 전환 (Easy Call Move) 

주요 부가서비스 기본 탑재로 TCO 절감 

• 별도의 서버 설치 없이 VMS / AA / 녹취 / Meet Me Conference /  

Premium CID 기본 탑재

•메신저와 같은 Collaboration Application 연동이 가능한 링크 서버 내장

중소 기업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안전한 세션관리제어를 위한 SBC 기능 (NAT 및 NAT Traversal) 내장

•음성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TLS, sRTP 등 음성 신호 암호화

•MAC, IP, ID/PW 등을 통해 사용자 인증 및 접속 제한으로 통합 보안 관리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디자인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1U Size (44mm)의 Slim한 본체

SCM Compact

IPX-S300B IPX-S300BP

System Capacity

User 수
IP 512 512

Analog 256 256

Gateway 32 32

BHCC 18,000 18,000

CPS 5 5

Concurrent Call 150 150

MOH Channel 100 100

MPS Call 128 128

Conference Channel 32 32

UMS Channel 32 32

Redundancy (이중화) Ethernet Power, Ethernet

주요사양

※ Analog 최대 User 수는 확장 캐비닛 (IPX-G520S, IPX-G520SP, IPX-G540S)을 연동할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