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유·무선 융합 젂화서비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떤 통싞사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이동젂화를 
유선젂화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젂화서비스 
 

유·무선 융합 전화서비스는 기존의 유선전화의 한계를 벗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행정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외부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공무원 갂 무료 내선통화가 가능하여 기관 및 공무원 개인의 실질적인 통
신비가 절감되고, 조직도 기반의 실시갂 공지사항 전달, 공무원 상태정보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효율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중요한 행정전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도청방지, 루팅감지 등의 강력한 보앆기능도 함께 제
공하는 신개념의 전화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소개 

유·무선 융합 전화서비스(FMX*)는 신개념의 행정전화 서비스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홖경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기관  

유·무선 융합 젂화서비스 

대국민 편의성 제고 

· 다양한 민원 즉각적 대응 
· 대국민 소통 확대로 신뢰성 확보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 

·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 처리 
· 조직도 및 공무원정보 실시갂 확인 

모바일 행정서비스 홗성화 

· 기관 외부에서도 공무원갂 무료통화 
· 기관 내 통신홖경 변화의 발판 

* FMX: Fixed Mobile don't care 



주요기능 

행정전화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도 

심플한 구성이며 무선랜 추가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음성통화 

스마트폰에 담은 행정젂화 

· 내선통화   
· 일반통화 
· 돌려주기, 착신전홖 

공지사항 

행정기관 젂용 공지 

· 전체, 부서, 개인 별 공지 전달 
· 긴급호출 

조직도/공무원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조직도 

· 조직도 정보 
· 공무원 상태정보, 연락처 정보 

통합 관리 

통합 서비스 관리 

· 시스템, 서비스, 조직도 관리 
· 각종 통계, 이력정보 관리 
  

보안 

철저한 정보 보안 

· 루팅 방지  
· DB 암호화 
· 통화ㆍ데이터 암호화(sRTP/TLS/HTTPs) 
· 단말ㆍ사용자 인증 

부가기능 

사용 편의를 위한 기능 

· 출/퇴근 설정(즉시 설정/요일 설정) 
· 통화 거절 메시지 전송 

기관 外 기관 內 

FMX 폰 

FMX 폰 

FMX 폰 

방화벽 FMX 서버 

MGW 

PBX 

통합번호 
분석시스템 

(INRS) 

KT 

LG U+ 

SKT 

 인터넷전화 

국가정보 
통싞망 



기능소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인 UI로 제공합니다. 

키패드 

사용자 친화적 UI 

전화번호 입력으로 외부통화 뿐
만 아니라 내선통화를 할 수 있습
니다.  

기관 조직도 

공무원정보 한눈에 파악 

실시갂 업데이트되는 조직도를 
통해 신규/퇴사 공무원, 부서이동 
등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상세정보 

정보확인 및 직접연결 

공무원의 상세정보를 파악하고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
다. 

음성통화 

우수한 통화 품질 

고품질 음성통화를 보장하여 언
제 어디서든 앆정적인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수/발싞 통화이력 확인 

행정전화, 일반전화 통화이력을 
모두 확인하고 행정전화로 발신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기관소식에 귀 쫑긋, 실시간 공지 수싞 

외근 중에도 실시갂으로 공지사
항을 전달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
서든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효과 

무료통화로 행정기관의 통신비용이 약 30% 절감되고,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업무효율이 증대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정젂화 사용이 자유로워 집니다. 

유선 행정전화를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합니다. 
유선 행정전화와 동일하게 내선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어디서
든 받을 수 있고, 내선통화 및 외부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리변경, 기관이젂 시 설비공사 비용이 젃감됩니다. 

유ㆍ무선 융합 전화서비스로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업무를 
짂행합니다.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하여 동료 공무원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전 시 유선전화 설비공사가 필요 없어 비용이 절감
됩니다. 

공무원간 무료 내선통화! 통싞비용이 젃감됩니다. 

자리전화, 유ㆍ무선 융합 전화 갂 무료 내선통화가 가능합니다. 
해외 출장, 외근 중에도 무료 내선통화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
비가 절감됩니다. 
정부청사가 분리되어 있어 출장이 잦은 기관에서 통신비를 현
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젂달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전체, 부서, 공무원 별로 실시갂 전달할 수 있습
니다. 
일반공지와 긴급호출 기능을 제공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근 등으로 직접대면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효율적으로 업무 
지시를 합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공무원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서조직, 공무원정보, 상태정보 등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
직도를 제공합니다. 
인사 이동 시 관리자가 공무원정보를 수정하면 실시갂으로 조
직도에 반영됩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공무원 간 협업이 원홗해집니다.  

조직도를 기반으로 통화, 공지전달, 상태정보 확인 등  
다양한 기능으로 소통이 편리해집니다. 

부서연락처 

기관 內 

(공무원) 

자리 
전화 

기관 外 

(공무원) 

기관 內 

(공무원) 

자리 
전화 

기관 外 

(공무원) 



유·무선 융합 젂화서비스(FMX)가 행정기관의 
업무 홖경을 변화하게 합니다. 

들고 다니는  
행정젂화 

음성젂화 위주의 업무홖경 

단순 전화통화만 가능 

유선젂화를 대체하는 스마트폰 

스마트 폰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 없이 유선전화처럼 사용 

다양한 업무 협업 가능 

조직도 기반 직원조회, 공지 기능 

책상 위에 두고 온 
행정젂화 

음성젂화 위주의 업무홖경 

단순 전화통화만 가능 

유선젂화의 제한적 사용 

출장/외근 시, 책상 위에 두고 온 
행정전화는 무용지물 

음성젂화 위주의 업무홖경 

단순 전화통화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