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소개

2. 전기차 충전사업

헬로케어tv

4. 메시징, 전화 서비스

3. ICT 솔루션

LG헬로비전은 의료서비스 차별화를 추구하는 지역병원 대상으로, 개인화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방송콘텐츠와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특장점

• 병상 間 최소거리(1.5M) 확보 및 음압병실 필수 구비 등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17.02)에 대한 선제적 조치

• 다양한 침상 및 병동 환경에 맞는 맞춤형 거치/마운트 설계를 통한 깔끔한 시공/유지보수 제공
• 단순TV形, 의료정보 연계形 TV 등 병원 성격에 맞는 선택적 도입 가능

• 국내 최대/최고 품질의 HD방송 서비스 역량과 병상TV 하드웨어를 결합한 
원스탑 방송 서비스 제공

• 지역 서비스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유지보수 체계 / 
24시간 운영 콜센터 보유 (방송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지역병원

• 병동 內, 개인형TV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고민하는 상급 종합병원
• 효율적인 진료 서비스를 위한 의료정보 연계를 고민 중인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단과 전문병원

•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다인실, 신장투석실, 응급실 TV를 교체하고자 하는 병의원 
(한의원/요양병원 등)

상품의
구성

병상TV Lite 상품
TV방송+병상TV 하드웨어
(모니터+암+리모콘 등)

기본 서비스
TV서비스

병상TV Plus 상품
병상TV Lite 기본+병원 패키지 솔루션 

(병원/진료/의료정보 연동)

병원 패키지 솔루션
방송+VOD서비스

디지털HD방송(8vsb/1:1 STB)

디지털HD방송(VOD 선택 가능)

병상TV 하드웨어

의료정보/병원홍보 서비스

모니터+암/브라켓+리모콘 등

병원 정보(의료진, 원내 컨시어지 등)
환자 도우미 서비스

콜벨, 복약, 수납 등 자막, 메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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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충전사업

병원 패키지
솔루션

4. 메시징, 전화 서비스

3. ICT 솔루션

상품라인업

특징
•병
 상TV 모니터 대신 대형 안드로이드형 태블릿

안드로이드
태블릿 TV

장착

•병
 원 CMS 연동하여 병원 홍보채널/사이트 정보/
인터넷환경 제공

•미
 디어월 활용한 진료 대기순서 안내 시스템.

환자 진료대기
시스템

•병
 원로비 및 진료과목 대기장소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동선 안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병
 원 내 접수처-키오스크-안내용 사이니지 연동
•병
 원 홍보영상 및 진료 과목/의료진 소개,

디지털 사이니지

의료서비스 홍보 가능

•환
 자 진료대기 시스템과 연동 가능
•병
 원 EMR(개인정보)에 대한 서버/네트워크/PC

의료정보

보안 솔루션

통합보안 솔루션 제공

•전
 자의무기록(EMR)+처방전달시스템(OCS) +
영상저장장치(PACS) 암호화 제공

•다
 수의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

대상, DB암호화 등 PC/서버/네트워크 통합
보안솔루션(UTM) 제공

•병
 원 EMR서비스와 연동 제공 가능 (별도 협의)

•강
 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Nurse Call

•병
 동 內 응급상황 발생 시, 병상에 설치된

호출시스템

신속한 호출이 가능한 무선호출 시스템.

응급 무선

응급버튼을 호출하여 원무과 및 담당 간호사에게

•원
 무과 인터폰 연동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
가능(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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