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월 패밀리 뉴스레터 ■

웹 브라우저에서 이메일을 여십시오.

| 2020.05.29

We are FAMILY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패밀리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몸은 멀리, 하지만 마음을 더욱 가까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객들을 만나는 더욱 스마트한 방법인 텔레케어, 그리고
지반토스에서 새롭게 준비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전화로 만났던 반가운
목소리의 직원 인터뷰도 확인해주세요~

▣제품 안내 ▣
텔레케어
COVID-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마케팅/영업 활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그니아는 훨씬 이전부터
원격/비대면 서비스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해당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텔레케어 3.0은 웹 기반의 실시간 소통 및 원격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히어링케어
솔루션입니다.
착용자가 첫 피팅을 마치고 돌아간 뒤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 상황을 원격
피팅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텔레케어는 원장님께서 착용자의
보청기 적응 과정에 원격으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용 만족도를 높여 반품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기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 삶의 모습을 많이 변화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비대면 원격 서비스, 텔레케어가 원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텔레케어가 궁금하신 분은 교육팀에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 번호 : 080-806-0909 – 내선 4번+1번 (교육팀)

텔레케어 사용에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텔레케어 활용 예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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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안내 ▣

청각전문가용 웹사이트 오픈
시그니아가 ‘청각전문가용 웹사이트’의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그니아는 교육팀, 마케팅팀 등에서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원장님들께서 시그니아의 자료들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시그니아의 ‘청각전문가용 웹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보청기와 관련 장비부터 피팅과 관련한 가이드 정보, 온라인 교육 및 자료, 논문 학술
자료, 뉴스레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까지, 청각전문가인
원장님들께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웹사이트로 구성 중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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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이메일 발송 안내
매월 받아보시는 거래명세서의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우편물의 분실 및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지난달부터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메일로 월간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신 경우, 거래명세서 담당 부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대표 번호 : 080-806-0909 – 내선 2번 (거래명세서 담당 부서)

이메일 거래명세서 샘플 확인하기

건강하고 따뜻한 5월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반토스 드림

지반토스 유한회사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 더프라임 업무동 22층
South Korea
http://signia.co.kr/
연락처
수신 거부

개인 정보 변경

이메일 정책

지반토스가 제작, 배포하는 저작물 원본 이외에 내용 및 문구, 첨부파일 등을 무단으로 수정, 변형,
삭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반토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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