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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Executive Overview 

2010
스웨덴통신장비업체인 Ericsson사와

합작법인설립

프리이업비디오폰 LIP-9071출시

클라우드솔루션 iPECS Cloud 출시

합작법인 에릭슨엘지
2005

캐나다통신장비업체인 Nortel사와
합작법인설립

UC 솔루션개발 (iPECS UCS)

세계최초 IMS b기반비디오폰개발

합작법인 엘지노텔
2000

지속적투자및혁신을통한 IP 
교환기개발및출시

해외사업자향비디오폰개발

엘지전자로 합병
80’s - 90’s

1973 – 국내최초기계식키폰

1975 – 국내최초디지털교환기

1995 – 국내최초 40채널무선전화기

1999 – 국내최초듀얼모드무선전화기

대한민국 기업통신 선도자

1969
금성통신설립

회사창립

회사연혁



설립

에릭슨엘지는 2010년설립된
조인트벤쳐회사로(75% 
에릭슨, 25% LG전자), 

2013년에릭슨엘지
엔터프라이즈가자회사
형태로설립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고객

유수의통신사업자및글로벌
파트너사와함께중소규모

기업에서대기업에이르기까지, 
다양한기업환경에적용할수
있는커뮤니케이션솔루션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기업을위한통합커뮤니케이션
솔루션 (UC)부터클라우드
솔루션까지폭넓은제품
포트폴리오를제공합니다.

노하우

50여년간축적된기술력과
기술혁신을통해서

지속적으로고객만족을위한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제공할것입니다.

혁신

대한민국에본사를둔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는

1969년설립된이래지속적인
혁신및투자를통해

엔터프라이즈커뮤니케이션
시장을선도하고있습니다.

솔루션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의
iPECS는혁신적, 지속적인

연구개발을바탕으로최적화된
다양한솔루션을공급하여

국내외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시장을선도하는브랜드입니다.

리더쉽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는
최적의기업통신솔루션을세계

60여개국시장에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포함한
다수의국가에서두드러진
성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

비전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는
통신기술노하우를바탕으로
최적의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제공해고객과
파트너의만족을추구하는
글로벌선도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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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엘지 엔터프라이즈(주)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는시장을선도하는통합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
업체로서폭넓은제품포트폴리오를바탕으로중소규모기업에서부터대규모기업에이르기까지다양한

기업환경에적용할수있는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솔루션을글로벌고객들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통합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포함한
폭넓은포트폴리오로
통합커뮤니케이션을

실현

글로벌비즈니스

지속적인혁신과기술적
리더쉽을바탕으로세계

60여개국에서사업을
수행

세일즈네트워크

1군통신사업자와의
파트너쉽및국가별
강력한세일즈채널
보유 – 누적약 15백만

라인운영중

재무적안정성

안정적인재무지표및
성장을위한지속적인

투자

사람중심경영

구성원의경험과실력을
키우고, 사람에대한
지속적인투자를통해
고객에게더나은

솔루션을제공하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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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글로벌
파트너

CTO 
임옥희

Finance & Operations
김선민

CEO
패트릭요한슨
(Patrick Johansson)

HR

태국공장 (LNSC JV)

국내영업

해외영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프로페셔널서비스 기술영업

회계및기획
법무및 IT
구매및공급관리

조직도

Sales & Marketing
아헤드알카티브
(Ahed Alkhatib)

상품기획

시스템 & 클라우드개발

품잘관리

하드웨어플랫폼개발

콜라보레이션솔루션개발 클라이언트 & 앱개발

Strategy & Transformation
유재은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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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UCaaS)통합커뮤니케이션 (UC) 비즈니스어플리케이션 컨택센터솔루션

자산

테크놀로지리더쉽 채널파트너 회사구성원

사업영역

고객

통신사업자 관공서, 일반기업 은행,보험호텔,병원 학교

기업소개

공장,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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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한국및호주등마켓리더로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시장을
선도

아시아퍼시픽

미주
유럽 & 아프리카 아시아퍼시픽

영국, 이스라엘및남아프리카
공아국등주요국에서활발한
사업수행중

유럽 & 아프리카
Vertical Communications社와
전략적파트너쉽

미주

 30년이넘는사업수행을통해수많은고객보유 (약 15백만회선서비스중)
 60개국이상국가에제품및솔루션을공급

 태국생산법인보유 (LNSC, 합작법인)



USA

Singapore

UK

South Korea

Australia

Ireland

New Zealand

Italy

Germany

Thailand

Indonesia

South Africa

Israel

Spain

Global market expansion

10+  20+

Cloud BD

Professional
Service

Sales
engineering

iPECS Cloud 사업현황
 온프렘(On-Prem) 비즈니스성과및노하우와연계

 채널파트너및고객에게클라우드비즈니스로의전환을위한최선의솔루션제공



주요고객

- 국내외주요산업군고객에게
솔루션공급

- 현재약 15백만회선서비스중

- 해외사업의경우상대적으로
중소용량고객비중이높음

- 현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제품
사용고객에대한차세대클라우드
솔루션으로의대체유도

- 국가별 1군통신사업자와의
지속적인사업협력



주요사례 영상

빙그레 / 대한민국

MacArthur Veterinary
Group / 호주

Bannisters Hotel /
호주

Bilecik Seyh Elebali
University / 터키

Ramada Hotel / 
우크라이나

Millfield Arts Centre / 
영국

Union County Government 
Center / 미국

CableNet / 뉴질랜드

Cozmo Travel / 요르단

Hozelock
manufacturing / 영국

Krakatau POSCO /
인도네시아

*링크를통하여유튜브에등재된
iPECS 사례영상을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3RNYrucA2c
https://www.youtube.com/watch?v=OawIijn4l5Y
https://www.youtube.com/watch?v=EXn9Ai3sTqk
https://www.youtube.com/watch?v=WqcGbipRk28
https://www.youtube.com/watch?v=gzjjHdUIt_4
https://www.youtube.com/watch?v=ymRjX81EhII
https://www.youtube.com/watch?v=RA-XWKojagM
https://www.youtube.com/watch?v=czWAlo_9CDw
https://www.youtube.com/watch?v=cTBUFTDBc-8
https://www.youtube.com/watch?v=hBa1_IO2q7c
https://www.youtube.com/watch?v=Wv4Iuvmp_fk


제품 포트 폴리오



제품전략

온프렘(On-Prem)

전통적인방식의구축형
커뮤니케이션솔루션

프라이빗클라우드 퍼블릭클라우드

외부의데이터센터를이용한
클라우드방식의
커뮤니케이션솔루션

하이브리드

구축형방식과클라우드
방식을혼합하여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솔루션

클라우드의장점과구축형의
장점을조합한솔루션



UCaaS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WebRTC CCaaS Open APIs

협업을위한어플
리케이션

비즈니스프로세
스를위한어플리

케이션

연계또는연합을
위한어플리케이

션

산업군에최적화
된어플리케이션

웹 컨퍼런스 컨택센터

iPECS Cloud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는축적된기술력과혁신을바탕으로개발한 iPECS Cloud를통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가는최적의방향을제시합니다.



단순커뮤니케이션플랫폼에서서비스중심의통합커뮤니케
이션플랫폼으로의진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통합솔루션 Open

API
소프트웨어

보증 플랫폼혁신

엔터프라이즈소용량 중대용량

eMG100 eMG800UCP100 UCP600/2400 vUCP UCM

디바이스

iPECS UC 전략(on premise)



이미 iPECS 제품을사용하고계신고객에대한 Cloud로의안정적인이전을지원합니다.

안정성 투자보호

Cloud 솔루션으로 진화 (Hybrid Cloud)

사용자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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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PC & 모바일

ACB
웹기반 음성회의

Attendant
오피스 & 호텔 용 교환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eMC
유무선 융합전화 (FMC) 솔루션

IPCR
국선 & 내선 녹취

ClickCall
손쉬운 다이얼링

ACMD
IP기반 일제전화

ACS
비상동보

NMS
모니터링 & 관리

eNMS
네트워크 모니터링

eVQM
음성품질관리 솔루션

eCSM
호 통계 솔루션

고객의성공적인비즈니스를위한다양한어플리케이션솔루션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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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포트폴리오

1080i

IP & SIP 폰
LIP-9000, 1000i 시리즈

모바일
클라이언트

Android & IOS

무선 어댑터
LIP-9000 시리즈 지원

디지털 폰
LDP-9000 시리즈

SLT
LKA 시리즈

프리미엄
비디오폰

LIP-9071, 1080i

다양한포트폴리오를바탕으로고객의사무환경에적합한최적의제품을제안드립니다.



  

제품전략(요약)

인적자원핵심역량 제품포트폴리오

• 사업분야에대한숙련된기술과재능을

발전유지

• 효율적인조직구조및시장환경에

기민하게대응이가능한개발프로세스

구성

• 시장과고객요구사항에대한정확한이해

• VoIP/UC/클라우드/디바이스등핵심

사업분야에대한공고한기술력확보

• IPR patent를바탕으로한제품포트폴리오

확대

• 어떠한고객, 어떠한산업군에도

사용가능한통합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솔루션제공

• 핵심사업분야에집중하며, 인접분야의

파트너사와의협업을통한제품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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