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YSOFT 의  

솔루션 소개 및 구축사례 

2016 

BAYSOFT Corp 



- 1 - BAYSOFT 

1. FIDS 시스템구축 

구축사이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발권 카운터를 안내하거나 기타 비행정보 , 홍보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표출 할 수 있으며 자막 및 

팝업을 통해 현재 상태를 안내, 표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창구정보를 관리소프트웨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보의 경우 각 항공사의 운항 및 운송시스템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동하여 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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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 탑승대기 안내시스템 

구축사이트:  아시아나 항공 

공항에서의 발권대기 손님의 경우 순서가 다가오면 호명에 의해 처리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 시스템은 대기손님의 

대기발권 시작부터 실제 탑승 시까지를 관리합니다. 대기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현재의 상태를 관리하여 고객에게 

표출하며 고객은 본 시스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본인의 탑승 가능 시간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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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 디지털 베너, 디지털 환율 

세로형 표출 가로형표출 모니터 회전 

구축사이트:  신한은행  

신한은행 이대역 지점 (파일럿지점)에 디지털 베너 및 디지털 환율(중앙의 환율서버와 연동)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은 스케줄링 된 콘텐트를 해당 시간에 감지하여 검출된 컨텐트의 성격에 따라 자동으로 가로 또는 세로로 이동하여 

표출합니다. (Samsung 46” 460DXN  3대 + 전동 브라켓 3개 + Control PC 1대 + S/W) 

디지탈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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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래진료대기시스템 

구축사이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이화여대 

서남 병원,  한길안과병원, 국립의료원, 인천국제성모병원등 

병원의 OCS와 연동하여 외래 진료환자의 진료순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내진 환자의 관리 외에 팝업, 자막, 전원 

관리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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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래진료대기시스템 – 템플릿 구성예 

구축사이트:  가톨릭의료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이화여대 

서남 병원,  한길안과병원, 국립의료원 

고객의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템플릿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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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디오 월 및 KIOSK 

구축사이트:  한길안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프리머스시네마, 신한은행 

여러 개의 모니터로 월을 구성하여 대형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화면 구성과 (2by2, 4by4, 6by2 , 

3by1) 이에 맞는 해상도와 소프트웨어를 구현 하는게 기술로써, 병원의 경우 진료의사 일정표, 홍보영상, 실시간 영상, 층별 

안내와 OCS와 연동하여 내원확인등의 용도로 또한 극장의 경우 상영영화안내, 실시간 방송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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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D 홍보시스템 구축 

구축사이트:  가톨릭의료원 서울성모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가톨릭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모니터 전체를 또는 모니터를 화면 분할 하여 특정 영역별로 필요한 콘텐츠를 스케줄링 하여 표출합니다. 분할된 화면에는 

홍보영상 표출하거나 TV 등의 외부의 입력 소스를 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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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형순번대기시스템 

구축사이트:  가톨릭의료원 성빈센트병원, 서울특별시 이대서남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팬택 서비스센터 

IP 기반의 순번대기시스템으로써 시스템은 표출부 + 호출부 + 제어부 + 출력부로 나뉘며 키오스크를 이용해 다양한 

창구구성과 모니터에 다양한 템플릿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막, 팝업, 홍보영상표출, 전원 관리, 원격 모니터등 기능과 

에러처리 , 임계 처리 및 통계, 리포트 등의 고급기능을 지원합니다. 

../../../베이소프트(영업)/제안서/HQS/MVI_5676.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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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극장 발권시스템 ,IDS  및 디지털 메뉴보드 

구축사이트: Primus 시네마, MMC시네마, 고속도로 안동휴게소 

발권발권시스템은 티켓의 발권을 물론 결제, 좌석배정, 환불, 무인발권, ARS발권 등 다양한 연동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발권과 더불어 상영정보 내용과 메뉴보드를 디자털로 관리할 수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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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OS 시스템 

구축사이트:  한국 캘러웨이 골프  

전국의 700여군대의 대리점(Multi-Shop)의 캘러웨어 클럽과 용품을 바코드를 이용해 판매함으로써 상품의 Sell-Thru자료를 

본사에서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해 수불, 재고관리, 본사 및 대리점 및 지점간의 입출고, 판매, 반품 등이 

가능해 졌으며  또는 다양한 이벤트 및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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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방향 상담모니터, 디지탈명패 

구축사이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텔러 모니터 내용을 고객과 공유하면서 상담을 편리하게 진행하는 솔루션.  모니터 위에 판서가 가능하여 마우스를 

필기도구로 활용 가능하며 고객의 모니터는 상담이 없을 시  홍보 영상 표출(DID 모니터로  활용) 

영역 동기화 

[상담원 모니터] [고객 모니터] 

전체화면 동기화 디지탈명패  

양방향상담모니터 

http://www.bb.co.kr/mainhit.php?hit_id=813&link=/main/pd/pr_list.php?pd_id=6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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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TI 솔루션 

구축사이트:  여행사 및 보험사 콜센터   

IP-PBX를 구축후 Inbound, OutBound 콜에 대한 이벤트를 소프트웨어 적으로 처리하여 상담자가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초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솔르션은 고객의 전화를 CRM에서 검색하여 이전 상담했던 모든 내용을 

AutoScreen Popup 시킴으로써 쉽게 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고객의 호에 대한 녹취기능을 지원하여 중요한  

계약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PBX 

IP전화기 

CTI및 CRM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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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 Partner 

-Partner 

-Clients 

http://www.wooriwm.com/main.html
http://www.customs.go.kr/kcshome/;jsessionid=fnLlTW2ZZvbHjynkJFv3DvTWH5NWC5XyvWscGJHXcdJvqnZCWydF!-1405693928
http://www.nts.go.kr/
http://www.moel.go.kr/
http://www.sisul.or.kr/home_sisul/index.jsp
http://www.airbusan.com/AB/airbusan/main_kr.jsp
https://www.snudh.org/
http://gsis.snu.ac.kr/index.html
http://www.skbroadband.com/index.asp
http://www.is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