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설명  
최종 변경일: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소개  
이 문서는 INFOBIP의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설명과 유료 항목에 대한 정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제조항  
Infobip은 각 국가의 목록상 채널의 가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채널의 지리적 범위는 Infobip 담당자와 고객 

간에 별도로 합의됩니다. 
 
SAAS 서비스 
 
대화  
1. 서비스 설명  
대화는 INFOBIP의 컨택 센터 서비스로, 여러 채널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다음의 기능, 대화 스레딩, 대화 관리: 대기열 및 라우팅 관리, 에이전트 할당, 해결 관리, 기록 개요 등의 기능이 

있는 웹 인터페이스 (대화 풀 솔루션), 모바일 앱 또는 HTTP API(대화 API)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사항 
 
대화 풀 솔루션 
클라이언트는 월간 활성 에이전트(MAA) 패키지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월별 요금이 청구됩니다.  
 
클라이언트는 1개 이상의 동시 세션에 대해 기명 사용자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명 사용자 라이선스는 한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양도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대화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예: 관리자, 감독자, 에이전트 또는 기타 다른 역할). 
 
기명 사용자 가격은 매월 1일에 청구됩니다. 시트 수는 대화 제품의 모든 부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과 연결된 

사용자 수로 계산됩니다. 새 사용자가 해당 월 내에 프로비저닝되면 프로비저닝 시 추가 시트가 청구됩니다. 
 
해당 월에 추가된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전체 비용이 청구되며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명 사용자 가격 책정을 선택하면 첫 달의 초기 요금이 이전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매월 최대 동시 사용자에 대한 요금이 클라이언트에게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비저닝을 해제한 다음 사용자를 다시 

추가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MAA 패키지 외에 아래에 언급된 목록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채널의 유료 이벤트별로 

별도로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 번호 및 짧은 번호, 설정 비용, IP 주소 등과 같은 추가 서비스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서비스 패키지는 레퍼런스(온라인)에 의한 통합 또는 스케쥴 2 – 마스터 서비스 계약의 비즈니스 

제안을 통해 규제됩니다. 
 
 
기타 사항: 



"월간 활성 에이전트(MAA)"는 해당 월에 사용된 기명 사용자 라이선스의 수입니다. 사용자는 대화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 관리자, 감독자, 에이전트 또는 기타). 

"기명 사용자 라이선스"는 INFOBIP의 대화 UI에 액세스하고 사용하기 위해 INFOBIP이 단일 클라이언트 담당자에게 

할당한 독점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대화 API 
클라이언트에게는 월간 활성 대화 패키지가 부여되고 이에 대한 월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활성 대화 패키지 외에 아래에 언급된 목록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채널의 유료 

이벤트별로 별도로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 번호 및 짧은 번호, 설정 비용, IP 주소 및 기타 등과 같은 추가 서비스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서비스 패키지는 레퍼런스(온라인)에 의한 통합 또는 스케쥴 2 – 마스터 서비스 계약의 비즈니스 

제안을 통해 규제됩니다.  
 
기타 사항: 
"월간 활성 대화(MAC)"는 해당 월에 활성 대화의 수입니다. 활성 대화는 청구된 달 내에 교환된 메시지가 1개 이상 

있는  대화 입니다. 대화는 참가자 간에 교환되는 메시지의 스레드 또는 컨테이너입니다. 활성 대화에 관련된 메시지는 

하나의 대화 내에서 참가자 간에 교환되는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메시지입니다.  
 
 
모멘트  
1. 서비스 설명 
모멘트는 웹 및 API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INFOBIP의 서비스로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 

통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을 분류, 자동화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모멘트 정보 
클라이언트에게는 월 참여고객 패키지가 부여되고 이에 대한 월별 요금이 청구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패키지에서 할당된 월간 참여고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추가 월간 참여고객 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월간 참여고객 외에 아래에 언급된 목록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채널의 유료 이벤트별로 

별도로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 번호 및 짧은 번호, 설정 비용, IP 주소 및 등 추가 서비스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서비스 패키지는 레퍼런(온라인)에 의한 통합 또는 스케쥴 2 – 마스터 서비스 계약의 비즈니스 

제안을 통해 규제됩니다. 
 
기타 사항: 
"모멘트"는 방송, 이벤트, 흐름, 피플 및 푸시/MAM으로 구성된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개별적, 집합적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월간 참여고객 (MEP)"는 한 달의 기간 동안 a) 아래 나열된 채널을 통한 플로우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하나 이상 수신하거나 b) 아래 나열된 채널을 통해 인바운드 메시지를 통해 플로우 세션에 참여한 모든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답변 
1. 서비스 설명  
INFOBIP의 답변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의 대화를 자동화할 수 있는 챗봇을 구축, 테스트 및 

배포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답변 사항 
클라이언트는 MAS(월간 활성 세션) 패키지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월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패키지에서 할당된 MAS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추가 세션 요금이 부과됩니다. 

클라이언트는 MAS 패키지 외에 아래에 언급된 목록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채널의 유료 이벤트별로 

별도로 요금을 청구받습니다.  
 
긴 번호 및 짧은 번호, 설정 비용, IP 주소 등 추가 서비스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이벤트 기능이 답변에 통합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서비스 패키지는 레퍼런스(온라인)에 의한 통합 또는 스케쥴 2 – 마스터 서비스 계약의 비즈니스 

제안을 통해 규제됩니다. 
 
기타 사항:  
 
"월간 활성 세션(MAS)"은 해당 월의 활성 세션 수입니다. 
 
 
"세션"은 최종 사용자와 챗봇 간의 여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메시지로 구성된 대화를 의미합니다. 세션이 

트리거되고 최종 사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의해 생성됩니다. 각 세션은 여러 메시지로 구성되며 교환되는 메시지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됩니다. a) 어느 쪽에서든 메시지에서 미리 지정된 

시간(분으로 표시)이 경과한 경우 b) 챗봇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나 해당 메세지에 응답이 없는 경우 c) 챗봇 또는 

에이전트 요청에 따라 세션이 에이전트에게 전달되는 경우 - 이러한 세션 시간 초과 기간은 봇 구성에서 구성할 수 

있지만 최대 24(이십사)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챗봇"이란 서면 또는 음성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AAS 기능: 
다음은 SaaS 서비스 중 하나의 일부로 제공되는 기능 목록입니다. 

"이벤트"는 모바일, 웹 또는 제 3자 서비스에서 수집된 고객 행동의 추적, 저장 및 분석을 허용하는 Infobip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플로우"는 Infobip이 제공하는 솔루션 내에서 사전 정의된 대상 또는 행동 트리거를 기반으로 복잡한 다중 채널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구축할 수 있도록 Infobip이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시각적 도구를 의미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Infobip이 제공하는 솔루션 내에서 고객이 단일 채널 일회성 통신을 최종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Infobip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앱 메시징"은 SaaS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고객이 푸시 알림(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최종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메시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APNS(애플 푸시 알림 서비스), GCM(구글 

클라우드 메세지) 및 FCM(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세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타겟팅합니다. 



"메신저"는 SaaS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종료 표준 

및 가입 메시지를 메신저 플랫폼에서 수신한 메시지 처리는 물론 메신저 플랫폼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신저 

플랫폼"은 Facebook에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의미합니다. 
"Facebook"은 미국에 설립되었으며 등록 사무소가 1 Hacker Way, Menlo Park, California 94025에 위치한 회사인 

Facebook Inc.를 의미합니다. 
 
채널 / 통신 서비스 
SMS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에는 클라이언트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최종 사용자로부터 

모바일 종료 SMS(SMS MT)를 전달하고 모바일 발신 메시지(SMS MO)를 수신할 수 있는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2.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b.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된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플랫폼 구성 및 이러한 SMS 트래픽의 처리 및 라우팅은 물론 

클라이언트에 대해 네트워크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트래픽 (해당되는 경우) 
 
 
 
 
c. INFOBIP에서 처리한 이러한 SMS 트래픽에 대한 청구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 과 플랫폼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SMS 트래픽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   
 
c.  네트워크 운영자 최종 사용자에서 발생하는 SMS 트래픽을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으로 라우팅합니다(해당되는 

경우). 
 
d.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합니다.  
 
 e.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자체 정보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 SMS 트래픽을 플랫폼으로 라우팅하고 ii, 플랫폼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해당되는 경우)  
 
c. 최종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서비스 요청을 먼저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d. INFOBIP에 의해 처리된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해제/중지 요청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 요청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합니다. 
 
i.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된 각 메시지가 적절한 유효성 검사를 거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전송되었다는 

관련 법률 증거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ii. 5일 전에 통지하는 서면 요청 시 INFOBIP에 그러한 증거 제공 
 
e.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않는 SMS(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f.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g.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SMS 안내 
 
"MT 유료 이벤트"는 INFOBIP이 대상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성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SMS를 의미합니다. 
 
"MO 유료 이벤트"는 INFOBIP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수락한 최종 사용자가 보낸 SMS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또는 CDMA 기반 모바일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제출"은 INFOBIP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SMS를 수락하고 다음 라우팅을 위해 SMS를 제출하기 전에 

SMS를 확인함을 의미합니다. INFOBIP은 SMS가 라우팅을 위해 성공적으로 제출된 다음 네트워크 운영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을 등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성공적인 제출을 보냅니다. INFOBIP의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SMS는 거부되고 오류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고 SMS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MMS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에는 클라이언트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최종 사용자로부터 

모바일 종료 MMS 메시지(MMS MT)를 전달하고 모바일 발신 MMS 메시지(MMS MO)를 수신할 수 있는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2.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b.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된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플랫폼 구성 및 이러한 MMS 트래픽의 처리 및 라우팅은 물론 

클라이언트에 대해 네트워크 운영자로부터 수신된 트래픽(해당되는 경우) 
 
 
c. INFOBIP에서 처리한 MMS 트래픽 청구와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MMS 트래픽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합니다. 
 
c. 네트워크 운영자 최종 사용자에서 발생하는 MMS 트래픽을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으로 라우팅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d.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합니다. 
 
e.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자체 정보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 SMS 트래픽을 플랫폼으로 라우팅하고 ii, 플랫폼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해당되는 경우)  
 
c. 최종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서비스 요청을 먼저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d. INFOBIP에 의해 처리된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해제/중지 요청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 요청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합니다. 
 
i.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된 각 메시지가 적절한 유효성 검사를 거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전송되었다는 

관련 법률 증거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ii. 5일 전에 통지하는 서면 요청 시 INFOBIP에 그러한 증거 제공 
 
e.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않는 MMS(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f.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g.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MMS 안내 
 
"MT 유료 이벤트"는 INFOBIP이 대상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성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MMS를 의미합니다. 
 
"MO 유료 이벤트"는 INFOBIP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수락한 최종 사용자가 보낸 MMS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또는 CDMA 기반 모바일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제출"은 INFOBIP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MMS를 수락하고 다음 라우팅을 위해 MMS를 제출하기 전에 

MMS를 확인함을 의미합니다. INFOBIP은 MMS가 라우팅을 위해 성공적으로 제출된 다음 네트워크 운영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을 등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성공적인 제출을 보냅니다. INFOBIP의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MMS는 거부되고 오류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고 MMS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번호 조회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여(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된 서비스 패키지에 따라) CLIENT가 전 세계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가입자에 대한 트래픽 전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 번호 가용성  
 
b. 휴대성 표시  
 
c. 로밍 표시  

2. INFOBIP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CLIENT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b. 이러한 정보에 대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자 홈 위치 등록(HLR)을 쿼리하기 위한 플랫폼 구성  
 
c. INFOBIP에서 처리한 이러한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번호 조회 트래픽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합니다. 
 
c.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인보이스 제공  
 
d.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자체 정보 시스템이 번호조회 트래픽을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 수신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내부 목적으로만 INFOBIP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d. 가입자 번호에 대한 SMS 제출의 경우 FSM과 동일한 GT에서 FSM(단문 메시지 전달) 전에 또 다른 SS7 MAP 

SRI_for_SM 쿼리가 수행되는지 확인합니다. 
 
 
 
e. 네트워크 운영자 불만 사항의 경우 INFOBIP 서비스가 사용된 가입자 번호로 SMS를 제출하기 전에 SS7 MAP 

SRI_for_SM이 FSM과 동일한 GT에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전달되었음을 나타내는 로그를 제공하고 
 
 
 
f.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번호 조회 사항 



 
"유료 이벤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제출한 각 번호 조회 요청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또는 CDMA 기반 모바일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번호 조회 요청"은 모바일 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생성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HL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의미합니다. 
 
"SS7 MAP SRI_for_SM 메시지"는 라우팅 정보 메시지 전송을 의미합니다. 

"FSM"은 SMS 콘텐츠를 모바일 장치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GSM MAP 프로토콜의 일부인 단문 메세지 전달을 

의미합니다. 

"GT"는 셀룰러 무선 시스템의 적절한 노드에 정보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 전자 통신 연합 전자 통신 표준화 

부문 권장 사항 E.214를 준수하는 번호 매기기 시스템인 글로벌 타이틀을 의미합니다. 
 
숫자 및 단축 코드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에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와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통신을 위해 전 세계 여러 네트워크 

사업자의 로컬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다음과 같은 원하는 기능 (가용성 및 현지 규정에 따른 제한) 이 있는 번호 프로비저닝.  
 
i. SMS, MMS 및/또는 음성 통신 지원 

ii. 인바운드 트래픽 수신 가능성 

iii. CLIENT의 요청 시 SMS 및/또는 MMS 발신자 및/또는 음성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통신을 위한 번호 구성 
 
c. INFOBIP에서 처리하는 해당 번호 및 관련 수수료 청구와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현지 규정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요청합니다. 
 
b. 번호가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c.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d.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인보이스 제공.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한 모든 등록 및 기술 양식 및 요청을 완료하여 제공 
 
i. 현지 규정에 따른 등록 정보 및 승인 



ii. 기술 구성 정보 
 
 
b. 조달된 번호는 현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c.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번호에 관한 사항 
 
"번호"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긴 번호, 무료 번호 또는 짧은 코드를 

의미합니다. 
 
"설치비 부과 이벤트"는 번호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프로비저닝되고 INFOBIP 플랫폼에서 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 수수료 부과 이벤트"는 번호를 유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예약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불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 GSM 또는 CDMA 기반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메일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플랫폼을 통해 이메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이메일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플랫폼 구성 및 이러한 이메일 트래픽을 처리하고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로 라우팅 
 
c. INFOBIP에서 처리한 해당 이메일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이메일 트래픽을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에게 라우팅합니다. 
 
c.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인보이스 제공  
 
d.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자체 정보 시스템이 이메일 트래픽을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하는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 

관리 
 
d. 어떠한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이메일(스팸)을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e.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f.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이메일 정보 
 
"유료 이벤트"는 INFOBIP이 대상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메일을 성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이메일"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또는 터미널 간의 통신 링크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로 

정의되는 전자 메일의 약자입니다. 
 
"이메일의 성공적인 제출"은 INFOBIP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메일을 수락하고 다음 라우팅을 위해 이메일을 

제출하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함을 의미합니다. INFOBIP은 이메일이 라우팅을 위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음을 

등록하기 위해 이메일 성공적 제출을 반환합니다. INFOBIP의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메일은 거부되고 오류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고 이메일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주소로 전송된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이메일 주소는 처음으로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출할 때 요금이 청구되고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오류를 수신한 후 억제 목록에 포함됩니다. 억제 목록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후속 메시지는 제출되지 않으며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는 이메일 메시지 전달 체인에 사용되는 INFOBIP의 기술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위에 정의된 이메일 서비스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동의 – 이메일(마케팅 이메일/뉴스레터)은 원칙적으로 본 서비스(Opt-ln)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발송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다음 전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메일/뉴스레터를 통한 광고 자료 수신에 대한 동의는 특히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수신자는 

확인란을 클릭/체크하거나 유사하게 명확한 동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다른 선언(예: 일반 비즈니스 조건, 일반 

데이터 보호 조항에 대한 동의)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으며 오직 광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의 수혜자는 명시적으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이메일이 전송될 섹터 및 영역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o 미성년자가 16세에 도달한 경우, 또는 

o 법적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 향후 효력이 있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은 동의를 얻을 때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 철회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 철회 옵션은 동의를 얻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회된 동의는 늦어도 영업일 5일 후에 구현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1.1 참조).  
 
• 기존 고객 관계(지급에 대한 교환 계약의 존재), 
 
 
• 유사한 독점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직접 광고, 
 
 
• 기본 요금의 전송 비용 외에 발생하는 비용 없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이메일 주소를 

획득하고 사용할 때마다) 
 
 
•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 3자에 의한 데이터 수집(예: 공동 후원을 통해) – 클라이언트가 제 3자로부터 획득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때 

다음이 적용됩니다. 
 
• 마케팅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는 동의 선언(1.1항 참조)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동의 선언은 

클라이언트도 명시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 데이터 수집 중 수혜자 목록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합니다. 
 
• 주소 데이터가 수집되는 회사 또는 개인의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제 3자 그룹에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는 

양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번호는 사용자가 동의의 의미와 범위를 쉽게 파악하고 데이터의 법적 처리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주소 데이터가 생성된 회사는 특히 사용자로부터 추가 동의 선언을 얻지 않고 이 주소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메일 디자인 – 비즈니스 관련 메일에 대한 우편발송의 계약 파트너인 계약 주체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송되는 모든 이메일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적 고지(바닥글)가 전체 텍스트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고지에는 

다음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우편 발송이 설립된 이름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법적 구조, 상업 등록부, 협회 등록부, 파트너십 등록부 또는 여기에 

등록된 협동 조합 등록부 및 해당 등록 번호 
 
• 연락처 정보, 하나 이상의 유효한 전화 번호 또는 전자 연락처 양식 및 이메일 주소 
 
• 해당하는 경우 판매세 식별 번호 또는 사업체 식별 번호.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추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전송 권한을 취소하는 옵션(Opt-out)은 모든 이메일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수신 거부는 수신자가 액세스 데이터(예: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알 필요 없이 항상 가능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별 사례에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메시지의 상업적 특성은 이메일의 헤더와 제목 줄에서 난독화되거나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난독화 또는 

숨김은 수신자가 통신 내용을 보기 전에 발신자의 실제 신원이나 메시지의 상업적 특성에 대한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도록 헤더와 제목 줄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메일 인증 서비스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는 CLIENT가 INFOBIP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CLIENT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이메일 주소에 대한 쿼리를 수신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를 통해 해당 이메일 주소의 유효성을 

검사하도록 플랫폼 구성  
 
c. INFOBIP에서 처리한 해당 이메일 유효성 검사에 대한 청구와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b. 클라이언트가 시작한 이메일 검증 쿼리를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합니다. 
 
c.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인보이스 제공  
 
d.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ESP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자체 정보 시스템이 이메일 유효성 검사 요청을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립니다. 그리고  
 
 
 
d.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이메일 확인 사항 
 
"유료 이벤트"는 INFOBIP이 대상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성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이메일 확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제출"은 INFOBIP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메일 확인 요청을 수락하고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이메일 확인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요청을 확인함을 의미합니다.  
 
"이메일 확인 요청"은 확인해야 할 이메일 주소로 구성된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내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INFOBIP 플랫폼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INFOBIP은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구문 확인, 역할 기반 확인, 일회용 

이메일 주소 확인 및 포괄 이메일 주소 확인에 대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의 플랫폼에서 회신을 

받으면 INFOBIP은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고 존재하는 경우 "예"로 응답하고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으면 "아니오"로 응답하며 SMTP 요청을 완료할 수 없으면 "알 수 없음"으로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이메일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 공급업체로 운영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구문 확인"은 이메일 주소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로 간주될 수 있는 올바른 형식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할 기반 확인"이란 주소가 실제 사람에 속하는지 또는 실제 사람이 아닌 회사, 부서 또는 수신자 그룹과 관련된 

주소인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용 이메일 주소"라 함은 일정 기간 후에 해지되는 임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포괄적인 이메일 주소 확인"은 이메일 주소에 포괄적인 구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구성은 

서버가 지정된 사서함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도메인으로 전송되는 모든 이메일을 수락하도록한 구성입니다. 
 
바이버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계약서에 정의됨)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바이버 플랫폼으로 모바일 종료 서비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2.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된 바이버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INFOBIP 플랫폼의 구성 및 이러한 바이버 트래픽을 

바이버 플랫폼으로 처리 및 라우팅 
 
3. INFOBIP에서 처리한 바이버 트래픽에 대한 청구 및  
 
4. 기술 지원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 과 플랫폼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바이버 트래픽을 바이버 플랫폼으로 라우팅   
 
3.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합니다.  
 
 4.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버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1.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체 정보 시스템이 바이버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바이버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 

관리 
 
4.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않는 서비스 메세지(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5.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6.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바이버 세부 사항 
 
"유료 이벤트"는 INFOBIP이 최종 사용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보낸 서비스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한 바이버 사용자에게 바이버 앱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바이버"는 B184956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인 Viber Media Sarl을 의미하며 주요 

사업장은 2, rue du Fosse, L-1536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입니다.  
 
"바이버 앱"은 모바일, 태블릿 또는 데스크톱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VoIP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 그룹 및 기타 상호 

작용 수단으로 구성된 바이버가 개발한 모바일 우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바이버 플랫폼"은 성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바이버가 사용하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바이버 트래픽"은 바이버 플랫폼 및 바이버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바이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바이버 사용자"는 바이버 앱을 자신의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바이버 트래픽을 수신하는 데 동의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위에 정의된 바이버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바이버가 때때로 특정 트래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INFOBIP은 바이버 

트래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INFOBIP은 제한을 확인하는 공식 바이버 문서와 함께 

수반되는 통지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후불 충전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문구가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는 최소 300유로(삼백 유로)에 달하는 월별 트래픽을 생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상기 벤치마크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INFOBIP은 생성된 트래픽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청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상기 벤치마크를 충족하지 못하고 300 EUR 미만의 트래픽 카운터 값을 생성하지 못한 기준 

월에 INFOBIP은 해당 특정 월에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실제 트래픽과 관계없이 300 EUR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청구를 합니다.   



고객이 선불 충전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문구가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최소 300유로(삼백 유로)(벤치마크)에 달하는 월별 트래픽을 생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상기 벤치마크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INFOBIP은 본 계약 및 스케쥴에 따라 생성된 트래픽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상기 벤치마크를 충족하지 못하고 300 EUR 미만의 트래픽 카운터 값을 생성하지 

못한 기준 월에 INFOBIP은 해당 특정 월에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실제 트래픽과 관계없이 300 EUR를 공제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크레딧이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INFOBIP의 통지에 따라 300 EUR 공제가 실행될 만큼 

충분한 크레딧을 구매해야 합니다.  
USSD 
1. 서비스 설명 
1. USSD 정의 

USSD(비정형 부가 서비스 데이터)는 네트워크와 MS(모바일 스테이션) 간에 데이터를 투명하게 전송하는 세션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신은 짧은 대화를 사용하여 신호 채널에서 발생합니다. USSD는 최종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상호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의 서비스와 MS 간의 메시지 교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2. USSD 메시지 및 USSD 세션 
 
USSD 메시지의 길이는 USSD 서비스가 사용되는 네트워크에 따라 최대 182자의 영숫자 문자입니다.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와 달리 USSD 메시지는 USSD 세션 동안 실시간 연결을 생성합니다. 연결은 열린 상태로 

유지되어 여러 USSD 메시지를 양방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무료 데이터 플로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결을 USSD 세션이라고 합니다. 
 
 
 
 
 
 
3. USSD 전송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1. USSD는 DTAP 및 MAP SS7 프로토콜을 통해 비호출 관련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2. 직접 전송 응용 부분 DTAP는 GSM 네트워크에서 MS(모바일 스테이션)와 MSC(모바일 교환 센터) 간에 신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토콜입니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분 MAP은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4. USSD는 다음 사양으로 지정됩니다. 
 
GSM TS 02.30 
GSM TS 02.90 
GSM TS 03.38 
GSM TS 03.90 
GSM TS 04.08 
GSM TS 04.80 
GSM TS 04.90 



GSM TS 09.02 
 
 
4. 추가 클라이언트의 의무 
 
클라이언트의 다른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자체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의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b) 단축 코드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규칙에 따라 USSD 서비스 및 단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c) USSD 채널을 통해 금지되거나 원치 않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경우 지방 당국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5. API 
 
지원 API: 
 
XML 
 (Infobip_USSD_Gateway_XML_API_V3.1) 
REST/JSON 
 (Infobip_USSD_Gateway_to_Third-party_Application_HTTP_REST_JSON_Web_Service_API_v3)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USSD 관련 사항 
 
 
 
"유료 이벤트"는 클라이언트 또는 제 3자 제공자가 시작한 각 USSD 세션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이동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앱 메시징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안드로이드 또는 iOS 운영 체제에서 지원하는 장치에 푸시 알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옵션이 아닌 독립형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INFOBIP의 SaaS 제품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 

2.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최종 사용자의 장치에서 푸시 알림을 수신하고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대한 이러한 트래픽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플랫폼 (안드로이드 및 iOS 라이브러리) 구성 
 
3. INFOBIP에서 처리한 푸시 알림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4. 기술 지원.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2. CLIENT가 생성한 푸시 알림 트래픽을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제출합니다. 

3.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4.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공급업체와의 연결을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계약서의 섹션 5)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1.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체 정보 시스템이 플랫폼에 푸시 알림 트래픽을 보내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푸시 알림을 수신하는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 

관리합니다. 

4. 어떤 경우에도 스팸 푸시 알림을 푸시 알림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5.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립니다.  
 
6.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모바일 앱 메시지 안내 
 
"등록된 장치"는 SDK가 포함된 다운로드된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안드로이드 및 iOS 플랫폼에 푸시 알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GCM) 

시스템, 애플 푸시 알림 서비스(APNS) 및 윈도우 푸시 알림입니다.  
 
"푸시 알림"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최종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메시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최종 사용자가 

이전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합니다. 
 
 
"SDK"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는 모바일 앱과 INFOBIP 플랫폼이 동기화되고 푸시 알림의 중단 없는 전송을 

허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INFOBIP과 협력하여 다운로드하고 조정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성공적인 제출"은 INFOBIP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푸시 알림을 수락하고 클라우드 공급업체에 푸시 알림을 제출하기 

전에 유효성을 검사함을 의미합니다. INFOBIP은 푸시 알림 처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성공적인 제출을 반환합니다. INFOBIP의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푸시 알림은 거부되고 

클라이언트에 오류 메시지가 반환됩니다. 
 
메신저  
1. 서비스 설명  
1.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메신저 플랫폼에 모바일 종료 표준 및 구독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신저 플랫폼에서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옵션이 아닌 독립형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INFOBIP의 SaaS 제품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간의 연결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메신저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INFOBIP 플랫폼 구성 및 이러한 트래픽을 메신저 플랫폼으로 

처리 및 라우팅  
 
c. INFOBIP에서 처리한 메신저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d. 기술적 지원  
 
3.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b.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페이스북 트래픽을 메신저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c.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d. 메신저와의 연결을 관리하여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4.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a.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자체 정보 시스템이 메신저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서비스 및 구독 메시지를 수신하는 메신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d. 어떠한 경우에도 원치않는 서비스 메시지 (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e.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립고  
 
 
f.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페이스북 관련 사항 
 
 
"활성 사용자"는 기준 월에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통해 CLIENT로부터 하나 이상의 알림을 성공적으로 수신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유료 이벤트"는 활성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래 정의된 페이스북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은 미국에 설립되었으며 등록 사무소가 1 Hacker Way, Menlo Park, California 94025에 위치한 회사인 

Facebook Inc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수신"은 최종 사용자의 핸드셋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페이스북 플랫폼에 제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INFOBIP으로 전송되고 검증된 알림을 의미합니다.  

"메신저 플랫폼"은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의미합니다.  
 
텔레그램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텔레그램 플랫폼으로 모바일 종료 표준 및 구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옵션이 아닌 독립형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INFOBIP의 SaaS 제품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텔레그램 트래픽을 텔레그램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텔레그램과의 연결을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체 정보 시스템이 텔레그램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서비스 및 구독 메시지를 수신하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원치않는 서비스 메세지 (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미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텔레그램 사항 
 
"활성 사용자"는 기준 월에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알림을 성공적으로 수신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유료 이벤트"는 활성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래 정의된 텔레그램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수신"은 최종 사용자의 핸드셋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텔레그램 플랫폼에 제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INFOBIP으로 전송되고 검증된 알림을 의미합니다. 
 
"텔레그램"은 Telegram Messenger LLP회사를 말하며, 등록사무소가 71-75 Shelton Street, Covent Garden, London, 

WC2H 9JQ 5에 위치해 있습니다.   

"텔레그램 플랫폼"은 텔레그램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의미합니다. 
 
왓츠앱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왓츠앱 플랫폼에 모바일 종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성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왓츠앱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INFOBIP 플랫폼의 구성 및 이러한 왓츠앱 트래픽을 왓츠앱 

플랫폼으로 처리 및 라우팅. 

• INFOBIP에서 처리한 왓츠앱 트래픽에 대한 청구.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왓츠앱 트래픽을 왓츠앱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왓츠앱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하여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체 정보 시스템이 왓츠앱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왓츠앱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원치않는 메세지 (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왓츠앱 정보 
"유료 이벤트"는 CSW 외부에서 또는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whatsapp/pricing에 있는 왓츠앱 

공식 가격 조건에 따라 전달되는 각 HSM을 의미하며 왓츠앱의 단독 재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창(CSW)"은 왓츠앱 앱을 사용하여 왓츠앱 사용자가 보낸 INFOBIP 플랫폼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수신한 

마지막 왓츠앱 MO 메시지부터 시작하여 24시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유 형식 메시지(FFM)"는 INFOBIP 플랫폼을 통해 왓츠앱 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왓츠앱 사용자에게 보낸 모든 

비 HSM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자유 형식 메시지는 고객 지원 창에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고 구조화된 메시지(HSM)"는 클라이언트가 MAU와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을 의미합니다. 모든 

HSM은 사용하기 전에 왓츠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한 달 동안 INFOBIP 서비스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보낸 HSM 또는 FFM을 수신한 

왓츠앱 앱을 사용하는 각 왓츠앱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요금"은 INFOBIP이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한 한 달 동안 클라이언트가 규정된 월별 요금을 지불하는 

MAU 수를 의미합니다. 할당된 MAU 수가 초과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해당 MAU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래 정의된 왓츠앱을 의미합니다. 
 
"왓츠앱"은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 94025, United States에 있는 미국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인 

WhatsApp Inc.를 의미합니다. 
 
"왓츠앱 앱"은 모바일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VoIP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 그룹 및 기타 상호 작용 수단으로 구성된 

왓츠앱에서 개발한 모바일 우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왓츠앱 플랫폼"은 왓츠앱이 성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왓츠앱 MO 메시지"는 왓츠앱 사용자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왓츠앱 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각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왓츠앱 트래픽"은 왓츠앱 플랫폼 및 왓츠앱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왓츠앱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왓츠앱 사용자"는 왓츠앱 앱을 자신의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왓츠앱 트래픽을 수신하는 데 동의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각 왓츠앱  사용자는 왓츠앱 앱에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MSISDN에 의해 정의됩니다.  

왓츠앱 이용 약관 
클라이언트는 또한 왓츠앱에서 수시로 발행 및 수정하고 본 계약에 따른 왓츠앱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사용에도 

적용되는 아래 조건을 수락하고 인정합니다.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정책 (https://www.whatsapp.com/legal/business-solution-policy/ 참조)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약관 (https://www.whatsapp.com/legal/business-solution-terms/ 참조) 
 
왓츠앱 가격 조건: 
왓츠앱 서비스에 대한 가격 조건은 본 계약의 스케쥴 3에 있는 사업 제안서에 제공된 대로입니다.  
 
음성 및 비디오 
 
웹 및 인앱 호출 
 
1. 서비스 설명 
Infobip 웹 및 인앱 호출은 InfobipRTC SDK를 사용하여 구현된 호출을 나타내며, 이는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 구성에 따라 최종 사용자 트로프 InfobipRTC SDK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 호출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때. 통화에는 오디오 및 비디오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전화번호 또는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고정 공용 IP 주소로 착신 전환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소프트폰으로 착신 전환  
 
구성에 따라 Infobip 제공 SDK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종료되고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가 응답하는 호출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수신 전화를 걸 때 

•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 시작함으로써. 통화에는 오디오 및 비디오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은 고객 포털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INFOBIP 계정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INFOBIP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구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경우 음성 번호 제공 

• INFOBIP 플랫폼 구성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청구 

•기술적 지원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체 정보 시스템이 INFOBIP 플랫폼에 대한 호출을 시작하고 수신하도록 적절하게 구성, 설계 및 개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체 비용으로 INFOBIP 플랫폼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웹 및 인앱 호출 세부 사항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SDK”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킷”는 모바일 앱과 INFOBIP 플랫폼이 통화를 설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INFOBIP과 

협력하여 다운로드 및 조정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통화"는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시작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러한 호출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INFOBIP 플랫폼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라우팅된 호출을 등록하면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구성 설정에 따라 호출을 처리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고정-공개 IP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IP 주소 서비스 공급자가 장치에 할당한 영구적인 

번호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소프트폰"은 인터넷으로 SIP 프로토콜을 통해 통화를 송수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음성 메시지 
1. 서비스 설명 
 
Infobip 음성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하나 이상의 대상 번호(유선 또는 이동 전화의 가입자 번호)로 

발신 통화를 시작하고 통화가 설정되면 미리 녹음되거나 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변환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가 설정되고 사전 녹음 또는 텍스트 음성 변환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면 최종 사용자는 INFOBIP 

플랫폼으로 다시 전송될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명령의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에서 미리 

정의한 옵션 중 하나가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옵션은 INFOBIP 플랫폼의 지원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INFOBIP은 최종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 신호가 연결 문제로 인해 INFOBIP 플랫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음성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적 지원. 

• 문자 메시지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은 INFOBIP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음성 번호 제공 요청 시 발신자 ID로 사용되며 착신 대상 전화 번호로 제공됩니다. 

• 클라이언트는 기계 또는 사람이 호출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자동 응답기 감지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음성 메시지 서비스 사항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신자 ID"는 최종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또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할당한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호출자 ID의 표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동 응답기 감지"는 기계 또는 사람이 호출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선택적 추가 기능 INFOBIP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통화가 응답된 경우 요청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 통화"는 INFOBIP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를 향해 종료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시작된 통화를 의미합니다. 
 
대화형 음성 응답(IVR) 
1. 서비스 설명 
 
Infobip IVR(아웃바운드 IVR)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하나 이상의 대상 번호(유선 또는 이동 전화의 가입자 

번호)로 발신 통화를 시작하거나 최종 사용자(인바운드 IVR)로부터 음성 번호로 수신 통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호출이 설정되면 이전에 생성된 IVR 시나리오가 실행됩니다. IVR 시나리오에서 클라이언트에게는 미리 녹음되거나 

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변환된 오디오 파일 재생, 착신 전환, 클라이언트 플랫폼 URL에 문의 또는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 

녹음과 같이 실행할 미리 정의된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출이 설정되면 최종 사용자는 INFOBIP 플랫폼으로 다시 

전송될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명령의 결과로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에서 미리 정의한 옵션 중 

하나가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옵션은 INFOBIP 플랫폼의 지원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INFOBIP은 최종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 신호가 연결 문제로 인해 INFOBIP 플랫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R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적 지원. 

• 문자 메시지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언어 목록은 INFOBIP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로 사용하고 착신 대상 전화 번호로 제시하거나 인바운드 IVR에 사용할 음성 번호의 클라이언트 제공 

요청시 

• 클라이언트는 기계 또는 사람이 호출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IVR에서 자동 응답기 감지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IVR 서비스 사항 
"IVR"은 비즈니스용 음성 통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통화 중에 최종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채널을 제공합니다. IVR은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를 향해("아웃바운드 

IVR") 개시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음성 번호("인바운드 IVR")에 대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발신자 ID"는 최종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또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할당한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호출자 ID의 표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동 응답기 감지"는 기계 또는 사람이 호출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선택적 추가 기능 INFOBIP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통화가 응답된 경우 요청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는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시작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러한 호출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INFOBIP 플랫폼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라우팅된 호출을 등록하면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구성 설정에 따라 호출을 처리합니다. 

"발신 통화"는 INFOBIP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를 향해 종료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하는 클아이언트에 

의해 시작된 통화를 의미합니다. 

클릭 투 콜  
 

1. 서비스 설명 
Infobip 클릭 투 콜 서비스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두 개의 대상 번호(유선 또는 이동 전화의 가입자 번호)로 두 개의 

발신 통화를 시작하고 응답하면 수신자를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번호가 호출되는 순서는 클릭 투 콜 솔루션 설계 및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정의됩니다.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적 지원 

• 발신자 ID로 사용되어 착신 대상 전화번호로 제시할 음성 번호의 클라이언트 제공 요청 시 



• 클라이언트는 기계 또는 사람이 호출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자동 응답기 감지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클릭 투 콜 서비스 세부 사항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발신자 ID"는 최종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또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할당한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호출자 ID의 표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동 응답기 감지"는 기계 또는 사람이 호출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선택적 추가 기능 INFOBIP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통화가 응답된 경우 요청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 통화"는 INFOBIP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를 향해 종료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시작된 통화를 의미합니다. 
 
번호 마스킹 
 
1. 서비스 설명 
• a) 번호 마스킹은 전화 번호(모바일 또는 유선)를 사용하는 두 당사자가 발신자 ID를 서로에게 노출하지 않고 전화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번호 마스킹은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수신된 응답을 기반으로 수신 

통화의 동적 착신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 b)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서 임대한 음성번호로 호출이 수신되면 Infobip 번호 마스킹 플랫폼은 수신된 호출에 대한 

정보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플랫폼으로 HTTP 요청을 보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Infobip 플랫폼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o 수신 통화를 전달할 전화 번호를 수신합니다. 또는 

o 번호 마스킹 솔루션 설계에 따라 사전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 클라이언트와 사전에 동의한 경우 

o 클라이언트와 합의한대로 솔루션 설계에 따라 다른 모든 흐름을 실행해야 합니다. 
 
 
 
 
 
• c) 수신 통화는 b)에 설명된 고객의 응답에서 수신된 전화 번호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플랫폼의 응답이 없거나 늦어서 착신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d) 통화가 설정되면 요금부과가 시작됩니다. 즉, a) 수신 통화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연결이 설정되거나 b) 미리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재생을 위해 해제됩니다. 



 
 
숫자 마스킹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a) 음성 번호 제공. 

• b) 기술 지원 

• c) INFOBIP에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의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번호 마스킹 서비스 사항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발신자 ID"는 최종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또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할당한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호출자 ID의 표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동적 착신 전환"은 Infobip 번호 마스킹 플랫폼이 대상 번호로 음성 통화를 착신 전환하기 전에 고객의 플랫폼에 착신 

번호를 요청하는 쿼리를 보내고 고객의 플랫폼이 Infobip 번호 마스킹 플랫폼에 응답을 반환하는 착신 전환을 

의미합니다. 
 
"Infobip 번호 마스킹 플랫폼”은 번호 마스킹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INFOBIP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는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시작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러한 호출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INFOBIP 플랫폼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라우팅된 호출을 등록하면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구성 설정에 따라 호출을 처리합니다. 

SIP 트렁킹 
 
1. 서비스 설명 
 
Infobip SIP 트렁킹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INFOBIP 플랫폼을 사용하여 음성 지원 플랫폼에서 대상 번호(유선 

또는 이동 전화의 가입자 번호)로 발신 통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SIP 프로토콜과 양측의 고정 

공개 IP 주소를 사용하여 Infobip 플랫폼과 통합됩니다. 
 
SIP 트렁킹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기술적 지원 

• 발신자 ID로 사용하고 착신 대상 전화번호로 제시할 음성 번호의 클라이언트 제공 요청 시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SIP 트렁킹 서비스 사항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발신자 ID"는 최종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또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할당한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호출자 ID의 표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SIP 프로토콜" SIP(세션 이니셜 프로토콜)는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와 같은 실시간 세션을 시작, 유지, 수정 및 

종료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 프로토콜입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식별 번호를 의미합니다. IP 주소는 장치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정-공공 IP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IP 주소 서비스 공급자가 장치에 할당한 영구적인 

번호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 통화"는 INFOBIP 플랫폼이 최종 사용자를 향해 종료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라우팅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시작된 통화를 의미합니다. 
 
수신 전화 – 전화번호/IP/소프트폰으로 전달 
 
1. 서비스 설명 
 
Infobip 음성 번호 - 전화 번호/IP/소프트폰 서비스로의 착신 전환은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전화를 걸고 INFOBIP 

플랫폼의 클라이언트 구성 설정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전화 번호,클라이언트가 지정한 공용 IP 주소 또는 각각 

클라이언트의 소프트폰으로 착신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음성 번호 제공. 

•기술적 지원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수신 콜 – 전화번호/ IP / 소프트폰으로 착신전환 서비스 세부 사항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료 이벤트"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설정된 각 호출의 60초를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가 응답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식별 번호를 의미합니다. IP 주소는 장치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정-공공 IP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IP 주소 서비스 공급자가 장치에 할당한 영구적인 

번호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소프트폰"은 인터넷을 통해 SIP 프로토콜을 통해 통화를 송수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IP 프로토콜" SIP(세션 이니셜 프로토콜)는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와 같은 실시간 세션을 시작, 유지, 수정 및 

종료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 프로토콜입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는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시작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러한 호출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INFOBIP 플랫폼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라우팅된 호출을 등록하면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구성 설정에 따라 호출을 처리합니다. 
 
부재중 전화 음성 서비스 설명 
1. 서비스 설명 
"부재중 전화 서비스"는 Infobip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의 구성 설정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걸려온 전화에 응답이 없는 

수신전화를 의미합니다. 통화를 등록하면 INFOBIP 플랫폼은 최종 사용자 전화 번호, 호출된 음성 번호 및 통화 시간 

스탬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알립니다. 

음성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음성 번호 제공. 

•기술적 지원 

• INFOBI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부재중 전화 음성 서비스 안내 
"유료 이벤트"는 수신 전화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음성 번호에 대한 월별 요금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자 기반에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GSM 기반 모바일 및 유선 전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성 번호"는 INFOBIP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임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재대여한 전화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관심 시장의 지역 통신 규정에 따라 음성 번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를 받거나 발신 

전화에서 발신자 I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는 최종 사용자가 음성 번호로 시작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러한 호출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INFOBIP 플랫폼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라우팅된 호출을 등록하면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구성 설정에 따라 호출을 처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임대된 각 INFOBIP 음성 번호에 대해 월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성 및 비디오 녹음 
1. 음성 녹음 서비스 설명 
 
설명: 
Infobip의 음성 녹음 서비스를 사용하면 Infobip 플랫폼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시작한 음성 통화 상호 작용 또는 

Infobip 인프라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시작한 통화를 Infobip에서 클라이언트가 임대한 음성 번호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INFOBIP이 서면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Infobip의 음성 녹음 기능(“녹음 제한”)을 사용하여 최대 10(열) 개의 동시 통화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임계값이 

충족되고 음성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되는 동시 통화가 10개(지시된 경우 10개 이상)인 경우, 각 후속 통화는 

거부되거나 수락되지만 클라이언트의 명시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음성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Infobip에 

대한 그러한 지시가 없는 반면, 그러한 후속 호출은 거부됩니다. 
 
예외적으로 Infobip의 대화 솔루션을 통해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녹음 제한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동시 통화로 설정되지 않으며 대신 해당 클라이언트가 구매한 대화 서비스의 라이선스 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녹화 사항 

대화 Full 솔루션 내에서 녹음 요금 
 
녹음은 대화 Full 솔루션 라이선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녹음 저장소는 24(이십사) 시간 동안 매일 저장된 통화 녹음의 GB(기가바이트)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일 

동안 Infobip으로 저장된 5GB 통화 녹음은 각각 5GB로 두 번(1일 1회) 청구됩니다. 
 
기타 모든 경우의 녹음 요금(대화 Full 솔루션) 

이메일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Infobip의 표준 가격에 따라 청구되며 가능한 한 많은 사전 통지와 함께 변경될 

수 있는 통화 트래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Infobip의 표준 가격에 따라 청구되며 가능한 한 많은 사전 통지와 

함께 변경될 수 있는 통화 트래픽 요금 외에 서비스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음 사용료 – 음성 녹음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시 통화 수에 해당하는 월별 요금이 부과되며, 하나의 녹음된 통화는 

청구된 하나의 녹음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시작 전에 Infobip에 설정될 녹음 한도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결과적으로 Infobip은 한 달에 걸쳐 녹음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음성 녹음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각 통화에 대해 녹음 라이센스 요금을 청구합니다. 
 
 
 
• 녹음 저장 요금 – 24(이십사) 시간 동안 매일 저장된 통화의 분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일 동안 Infobip에 

저장된 5분 통화는 5분 단위로 2회(1일 1회) 청구됩니다. 
 
2. 추가 영상녹화 서비스 내용 내용 
Infobip의 비디오 녹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Infobip 플랫폼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시작한 화상 통화 상호 작용 또는 

Infobip 인프라를 통해 최종 사용자가 시작한 통화를 클라이언트의 플랫폼이나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 4조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녹음하기로 선택한 모든 통화는 지속 시간 동안 녹음됩니다("녹음 소스"). 

이러한 녹음은 모든 통화에 대해 자동으로 수행되거나 옵션 활성화부터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기능을 비활성화할 

때까지 온디맨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화는 Infobip이 설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사전 정의된 매개변수에 따라 녹음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Infobip 플랫폼의 녹음 소스에서 저장된 화상 통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녹음 소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에서 녹음 소스를 제거하기로 선택할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스트리밍을 위해 그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활성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녹음 소스를 클라이언트 플랫폼으로 전송하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됨을 의미하는 적절한 형식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전송을 위한 변환, 형식 지정, 

병합 및 기타 활성화에는 언급한 대로 별도로 청구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녹음 소스가 

생성되고 다운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당 통화를 녹음하고 향후 다운로드에 대한 적격성을 표시하는 

적절한 매개변수를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으면 향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플랫폼에 녹화물을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트리거되는 보조 장애 

조치 옵션으로 Infobip 플랫폼의 스토리지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Infobip 스토리지를 

보조(장애 조치) 옵션으로 비활성화하면서 자신의 플랫폼을 기본 스토리지 대상으로 설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Infobip은 클라이언트의 녹음 손실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Infobip은 해당 데이터가 Infobip 

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저장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으로 인해 삭제, 손실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YOC(기존번호 사용) 
1. 서비스 설명 
음성 통화용 BYOC(기존번호사용)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Infobip 대화를 사용하는 동안 기존 PSTN 음성 제공자를 

사용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BYOC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INFOBIP의 클라우드 컨택 센터 기능을 활용하면서 음성 연결을 제어할 수 있지만 

INFOBIP은 클라이언트가 운영자에게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옵션이 아닌 독립형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INFOBIP의 SaaS 제품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YOC에 대한 서비스 구성은 INFOBIP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INFOBIP에 의해 수행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BYOC 세부사항 
 
BYOC 설정은 SaaS 가격표에 추가로 청구됩니다. 유료 이벤트는 INFOBIP 서비스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수신 또는 

발신 콜당 분 입니다. 
 
라이브 채팅 
1. 서비스 설명 
Infobip 라이브 채팅 채널은 클라이언트의 웹사이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과 실시간 채팅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하거나 고객 포털의 라이브 

채팅에서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아닌 독립형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INFOBIP의 SaaS 제품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채팅을 위한 서비스 구성은 고객 포털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INFOBIP 계정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INFOBIP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구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모바일 채팅 "모바일 인앱 채팅"에 대한 서비스 구성은 모바일 앱 설정으로 고객 포털을 통해 수행됩니다(모바일 앱 

메시지 섹션 참조). 모바일 앱 프로필이 추가되면 클라이언트는 라이브 채팅 위젯을 모바일 앱과 연결해야 합니다. 

라이브 채팅은 SaaS 제품의 일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SaaS 가격표에 따라 판매 및 청구됩니다. 

소셜 미디어 
1. 서비스 설명 



Infobip 소셜 미디어 채널은 INFOBIP의 클라우드 컨택 센터 솔루션을 활용하여 공개 댓글을 받고 답장을 관리하여 

클라이언트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이 클라이언트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아닌 독립형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INFOBIP의 SaaS 제품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은 SaaS 가격표에 따라 판매 및 청구됩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서비스 구성은 고객 포털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INFOBIP 계정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INFOBIP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구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구글 비즈니스 메시징(GOOGLE BM)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구글 비즈니스 메시지 플랫폼에 모바일 종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 비즈니스 메시지 플랫폼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성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Google BM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INFOBIP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러한 Google BM 트래픽을 

처리하고 구글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한 이러한 Google BM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 기술 지원 제공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Google BM 트래픽을 구글 비즈니스 메세지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글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체 정보 시스템이 Google BM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Google BM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핞는 메세지(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Google BM 정보 
 
"유료 이벤트"는 활성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래에 정의된 구글 비즈니스 메시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구글"은 미국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인 Google LLC를 의미하며 주요 사업장은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글 BM 앱"은 구글 비즈니스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개발한 모든 모바일, 데스크톱 또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구글 플랫폼"은 구글이 성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Google BM 트래픽"은 구글 비즈니스 메세지 플랫폼 및 Google Appa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Google BM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Google BM 사용자"는 구글앱을 사용하고 Google BM 서비스 사용에 동의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구글 정책'은 구글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또는 법인에 적용되고 google.com에서 제공되는 당시 유효한 이용약관 

및/또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구글이 때때로 특정 트래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이에 따라 INFOBIP은 

Google BM 트래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INFOBIP은 제한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통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애플 비즈니스 채팅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에 모바일 종료 메시지를 

전달하고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에서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성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INFOBIP 플랫폼의 구성 및 이러한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의 처리 및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으로의 라우팅, 

• INFOBIP에서 처리한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 기술 지원 제공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을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체 정보 시스템이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애플 비즈니스 채팅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 관리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않는 메세지(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애플 비즈니스 채팅 정보 
 
"유료 이벤트"는 활성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래에 정의된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미국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인 Apple Inc.를 의미하며 주요 사업장은 One Apple Park Way, Cupertino, CA 

95014, United States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플 앱"은 애플 비즈니스 채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서 개발한 모든 모바일, 데스크탑, 태블릿 또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은 성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애플이 사용하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은 애플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 및 애플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애플 비즈니스 채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애플 비즈니스 채팅 사용자"는 애플 앱을 사용하고 애플 비즈니스 채팅 서비스 사용에 동의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애플 정책"은 애플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또는 단체에 적용되고 apple.com에서 볼 수 있는 당시 유효한 이용 

약관 및/또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애플이 때때로 특정 트래픽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INFOBIP은 애플 비즈니스 채팅 

트래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INFOBIP은 제한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통지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바이버 봇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바이버 봇 플랫폼에 모바일 종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이버 

플랫폼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성 

• 클라이언트에 의해 생성된 바이버 봇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한 INFOBIP 플랫폼의 구성 및 이러한 바이버 봇 트래픽의 

처리 및 바이버 플랫폼으로의 라우팅. 

• INFOBIP에 의해 처리된 그러한 바이버 봇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 기술 지원 제공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바이버 봇 트래픽을 바이버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버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체 정보 시스템이 바이버 봇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바이버 봇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않는 메세지 (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미리 몇일전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바이버 봇 정보 
"유료 이벤트"는 CSW 외부에서 전달된 각 발신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발신 메시지" – 클라이언트가 봇을 통해 바이버 봇의 구독자에게 보낸 모든 유형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고객 지원 창(CSW)"은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수신한 마지막 바이버 봇 메시지로부터 시작하여 

바이버 봇 사용자가 바이버 앱을 사용하여 보낸 24시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이버"는 B184956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인 Viber Media Sarl을 의미하며 주요 

사업장은 2, rue du Fosse, L-1536 Luxembourg, Grand Duch, Luxembourg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버 앱"은 모바일, 태블릿 또는 데스크톱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VoIP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 그룹 및 기타 상호 

작용 수단으로 구성된 바이버가 개발한 모바일 우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바이버 플랫폼"은 성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바이버가 사용하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바이버 봇 트래픽"은 바이버 플랫폼 및 바이버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바이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바이버 봇 사용자"는 바이버 앱을 자신의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바이버 봇 트래픽을 수신하는 데 

동의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위에 정의된 바이버를 의미합니다. 
 
"바이버 정책"은 바이버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또는 단체에 적용되고 viber.com에서 제공되는 당시 유효한 이용 

약관 및/또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바이버가 때때로 특정 트래픽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그에 따라 INFOBIP은 

바이버 봇 트래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INFOBIP은 제한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통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카카오 
1. 서비스 설명 
 
INFOBIP 서비스(계약에 정의됨)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종료 서비스 메시지를 카카오 

플랫폼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INFOBI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성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카카오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INFOBIP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러한 카카오톡 트래픽을 처리하여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이 처리하는 이러한 카카오톡 트래픽에 대한 청구와  

•기술적 지원 

INFOBIP 서비스의 제공 및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추가하여 INFOBIP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 시스템과 INFOBIP 플랫폼 간의 연결이 테스트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카카오 트래픽을 카카오 플랫폼으로 라우팅합니다. 

• INFOBIP 제공과 관련된 모든 INFOBIP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 INFOBIP 서비스의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 INFOBIP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및 계약 양식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모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카카오 트래픽을 INFOBIP 플랫폼으로 라우팅하도록 자체 정보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FOBIP에서 처리하는 각 메시지를 수신하는 카카오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비용으로 생성 및 유지 

관리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치않는 메세지 (스팸)를 메시징 플랫폼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 미리 몇일전에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알리고 

•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유료 이벤트 및 기타 카카오 정보 
 
카카오 솔루션은 전달시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거래 및 판촉 메시지를 위한 알림톡(알림톡)과 프렌즈톡(친구톡) 등 

3가지 메시징 서비스로 제공되며, 채팅 상담을 위한 상담톡(상담톡)은 세션당 과금됩니다.  
 
알림 및 친구톡을 위한 "유료 이벤트"는 클라이언트가 INFOBIP에 전송한 서비스 메시지를 의미하며 INFOBIP이 

카카오 사용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상담톡의 '유료 이벤트'는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최종 사용자가 시작한 각 카카오 세션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메시지”라 함은 카카오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당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카카오 이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카카오"라 함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주식회사 카카오를 의미하며, 주된 사업장은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4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카오 앱"이라 함은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톱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VoIP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 그룹 및 기타 상호 

작용 수단으로 구성된 모바일 우선, 카카오가 개발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카카오플랫폼"은 카카오가 성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카카오트래픽"은 카카오플랫폼과 카카오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카카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카카오 이용자"란 카카오 앱을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카카오 트래픽 수신에 동의한 최종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라 함은 위에 정의된 카카오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카카오가 수시로 특정 트래픽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NFOBIP은 카카오 트래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INFOBIP은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공식 

카카오 문서와 함께 수반되는 통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