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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FAMILY
안녕하세요 우리 시그니아 전문점 원장님,
시그니아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기분 좋은 소식을 가득 담아 이번달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을 반가운 소식, 시그니아 신제품 출시를 안내 드립니다.
원장님들께 설렘 가득한 인사 전한 직원 인터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제품 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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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아 신제품 출시!
2020년 7월, 시그니아 Nx 플랫폼의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실제로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격대의 에센셜 레벨
제품입니다.



신제품 출시일 : 2020년 7월 이내
출시 제품 :
o 플랫폼 : 시그니아 Nx
o 제품 형태 : 귓속형/오픈형/귀걸이형

귓속형 IIC 제품은 프리미엄 레벨 전용이다?
아닙니다! 시그니아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에센셜 레벨의 IIC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품 출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센터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마케팅 물자가
7월 중으로 각 센터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Nx 플랫폼! 합리적인 가격의 에센셜 제품! 신제품 출시로 더욱 풍성해질
시그니아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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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안내▣

월간 ‘비즈니스 역량 강화 웨비나’ 7월 오픈 안내
시그니아는 전문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정보를 매월 1회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로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역량 강화 웨비나’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웨비나에는 마케팅, 비즈니스 운영
정도, 보청기 업계 관련 소식 등 다양한 주제로 원장님들의 센터 운영에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첫 웨비나가 준비되는 7월은 아래의 주제로 준비 중입니다.
1. 마케팅 트렌드: Signia pro 웹사이트 소개 및 활용법
2. 디지털 마케팅 팁: 메인 포털에서 센터명 변경하기 실전
3. 비즈니스 인사이트: 7월 시행 예정 보청기 센터 시설 인증 관련 이해
7월 웨비나는 보청기 센터 시설 인증 등 관련 개정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을
공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비즈니스 역량 강화 웨비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직원 인터뷰▣

지반토스 직원 인터뷰 - 이정연 사원
지반토스와 원장님의 소통 프로젝트, 직원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Marketing Communication팀의 팔방미인, 이정연 사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인터뷰 내용 확인하기

원장님들께 설렘 가득한 인사를 전한 이정연 사원을 아래 동.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따뜻한 메세지나 재밌는 질문을 본 메일에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통 인터뷰로 찾아 뵙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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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반토스 드림

지반토스 유한회사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 더프라임 업무동 22층
South Korea
https://www.signia-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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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Sivantos Pte. Ltd. or its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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