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고품질 통화 환경을 위한

1541 콜렉트콜 서비스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과 기술지원으로 학생들의 통화 환경을 지원합니다.
정기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 및 서비스 개요
회사 소개
 공중전화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지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공중전화사업 투자, 설치공사, 유지보수 등의 모든 제반 업무 수행
 공중전화와 연계된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Multi부스(ATM기, AED 보유), 전기차충전부스(전기차충전소) 등

 물류 사업
 전국 주요 거점의 물류센터와 선진 시스템을 통해 배송 및 택배 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에 맞는 유∙무선 상품 맞춤형 실시간 배송 서비스 제공
 통합관리 전산망, 다중 보안, 전담 CS운영으로 특수 소화물 안전∙신속 배송
 한 통의 전화로 카드와 선물까지 배달하는 원스톱 행복 메신저 115 전보

서비스 개요
 1541 콜렉트콜이란?
 수신자 요금 부담의 통화 서비스로 결제수단 혹은 휴대전화 없을 경우 사용 가능
 어린 아이들도 음성안내 멘트에 따라 쉽게 사용

- 상대방 전화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 전화 연결

 제품 구성



곰돌이 부스



곰돌이 전화기

번호찰

1541 콜렉트콜 특장점(1/2)
차별화된 디자인
 아이들이 선택한 디자인
 초등학교 저학년생 500여 명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
 곰돌이 부스 (71%), 곰돌이 전화기 (60%)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
 모서리 둥글게 처리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표식
 5번 다이얼에 점자 표식으로 숫자 식별 가능

후후 App 연동
 자녀의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1541 전화에 대한 발신정보식별 서비스 제공


발신지를 표시하여 학부모님의 수신 판단에 도움 제공
- 휴대폰에 후후 App이 있는 경우, ‘OO초등학교 공중전화 입니다.’ 표시
- 전화 수신 시 “학교에서 발신된 1541 콜렉트콜입니다.＂ 음성 안내 서비스

 발신

 학교 발신 확인

 자녀 전화 수신

1541 콜렉트콜 특장점(2/2)
저렴한 요금체계
 요금 비교
 타사 대비 발신 유형별 최소 60원 ~ 최대 185원 저렴한 요금(60초 기준)

 자녀 전화에 대한 학부모님의 통신비 부담 절감 가능

구분

KT 1541

타사 콜렉트콜

절감액(60초 기준)

시내 전화

28원 / 60초

88원 / 3분

60원

시외 전화

90원 / 60초

275원 / 3분

185원

휴대폰

167원 / 60초

265원 / 90초

98원

인터넷 전화

52원 / 60초

165원 / 3분

113원
2017. 08 기준

신속한 대응
 연중무휴 고객센터 운영 (080-2580-101/무료)
 고객 상담센터 운영으로 언제든 고장신고 및 문의 가능(평일 9시~18시 운영)
※ 고장 신고 시 학교명 혹은 1541 전화번호 안내 必

 지정 담당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출동 및 고장 처리 가능
- 학교와 현장 담당자 1:1 매칭

 전화기 고장 신고

 상담원 접수

 신속 출동(익일 내)

 기타 불편사항 신고

 담당자 SMS 발송

 고장 처리

후후 App 활용방법
후후 App 소개
 대한민국 2천만 이용자가 선택한 전화보다 더 편리하고, 똑똑한 국민 1등 전화 App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수신여부 판단에 도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다운로드 방법
 Android : 플레이 스토어에서 ‘후후’ 검색
 iPhone : 앱 스토어에서 ‘후후‘ 검색

주요 기능
 전화 수·발신 시 국내 및 해외 발신자 전화번호 정보 즉시 확인 가능
- 상호, 업종, 발신 지역, 전화번호 종류 등
 전화번호에 대한 대한민국 2천만 이용자의 경험 실시간 공유
 스팸 전화 등 악성 전화번호 정보 확인을 통한 즉시 차단 가능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분석하여 실시간 스미싱 탐지
- 알약(백신 보안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
 114 전화번호 검색과 대한민국 2천만 개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 검색 가능

▲ 발신번호 정보 즉시 확인

▲ 불필요한 번호 완벽 차단

▲ 악성 스미싱 문자 탐지

▲ 전화번호 검색

Olleh
Services
서비스 이용 상담

Tel : 080-2580-101(무료)

추가 설치 문의

Web : www.ktlinkus.co.kr



1541 콜렉트콜

 차별화된 디자인의 고품질 통화서비스

모바일

 다양한 맞춤형 요금제

인터넷

 10배 빠르고 더 안전한 통신 서비스

TV

 Full HD화질의 국내 최다 채널

※ 고객센터에 반드시 _____________지사 __________________을(를) 말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