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Intelligent, integrated CRM solution for individual hotels and hotel chains, with an
interface to a 3 rd party Property Management system (PMS)

Open Hospitality Application Server

O-HAS (Open Hospitality Application Server)는 호텔의 차별
화된 고객서비스 업무 Flow를 최적화하기 위해 호텔구축 노

강력한 VMS 기능

하우를 바탕으로 보다컴에서 개발한 지능형 CRM 솔루션 입



고객 개인 음성사서함 지원

니다. 뿐만 아니라 O-HAS는 런너솔루션, 스마트-폰등을 통



상황에 따른 다른 인사말제공 / 자동중계 기능

하여 Front Office의 예약관련 업무뿐 아니라 호텔 업무의



고객의 언어로 안내멘트 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설정 가능한 음성 안내 모닝콜 설정



객실 서비스 메뉴 / 특별한 안내 멘트

CTI 기능의 상담, 중계대, 서비스 트래킹, 고객 DB를 이용한 각



알람 콜 서비스 (방송기능)

종 서비스 통합 센터



메시지 재전송 기능

고성능 대용량 IP 플랫폼, 뛰어난 안정성/보안성, 각종 IP 서비



가상번호 (안내멘트, 예약)

스 구현, 모듈 형/개방형 구조



미리 설정된 그룹 고객에 대한 메시징

호텔의 IT 인프라를 이용한 IP 기반 통합 서비스 구현 : 유무선



접객 리셉션 메뉴

통합 환경, 객실 및 시설관리를 위한 통합 서비스, 통합 관리



보안 기능 (비밀번호 보호 등등)

XML 기반의 IP-폰, 스마트-폰의 FMC등의 최첨단 객실 통신 시



음성인식 미니바 입력

스템 환경 및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



음성 인식 객실정보 입력









PMS 서버와의 완벽한 통합

Hospitality Attendant Console



‘HOST’ 프로토콜에 의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 지원



지능형 상담원 콘솔, 고객정보 스크린 팝업



세계 최고의 PMS 시스템과의 밀결합



콜센터 수준의 착신/발신 통화 관리기능



최대 5개의 네트웍 포인트 지원



마우스 클릭으로 간편하게 객실과 연결



과금용 CDR(Call Detailed Recording) 관리



하나의 범용 DB로 간편하게 고객의 이름이나 객실 검색



모닝콜 서비스 관리



고객서비스에 대한 단일화된 상담원 창구 구성



신규메시지에 대한 MWI(Message Waiting Indication) 지원



고객서비스 요청에 대한 수락, 서비스 직원 호출, 업무 트



객실 전화로 미니바와 객실 상태 입력가능



체크인/체크아웃 시, 자동전화 잠금 기능 지원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고객 이름 혹은 호텔 설비명 표시



고객을 위한 음성사서함과 팩스 서비스 제공



‘VIP’ 고객용 VIP 번호 부여 가능

래킹 지원


서비스 요청 및 완료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통계 보고서

Fidelio, Maxial, Hogatex, Lanmark, CLS, Prologic, HIS, Protel,
Innsite, SIMMS 등 모든 국제표준을 수용



O-HAS는 모든 가능한 고객서비스에 대한 단일화된 상담원 창
고구성으로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 시켜 줍니다.



서비스트랙킹 시스템은 고객서비스요청을 시작단계에서부터 끝
날 때 까지 모니터 지원하며 서비스 직원은 서비스요청을 스마

http://www.vodacom.co.kr

트-폰 이나 무선단말기로 요청접수 처리


O-HAS는 전통적인 전화 시스템과 호텔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

주식회사 보다컴

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



리포팅 기능으로 서비스 스텝의 효율적인 배치



고객정보나 거래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로 상담원의 능률과
이미지 재고



장비모니터링과 비상모듈 구성으로 항구적인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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