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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러 문제 - 버전이 낮은 익스플로러에서는 전송 List 선택 에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덴톡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버전이나 구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구글 크롬을 설치하시려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크롬을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1. 승인대기
1) 사용자(환자)가 앱을 다운받아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수신동의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 때 관리자 (치과데스크) 화면의 ‘승인대기 Patient’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환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인대기 환자의 경우에도 talk(채팅)은 가능합니다.
-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우측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승인대기 리스트에서 해당 이름을 클릭하면 새 창이 나타납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가 맞는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자 차트 번호(전자차트 등)를 입력하면 환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룹관리에 대한 내용은 [4.그룹관리]를 참조 바랍니다.

2. 자동응답
1. 덴톡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환자의 채팅에 대한 자동응답을 제공합니다.
- 점심시간, 퇴근 후 또는 진료가 없는 시간에 채팅으로 문의가 들어 올 경우,
설정된 자동안내문구가 전송됩니다.
- 우측 상단의 자동응답기능을 클릭하면 자동응답모드로 전환됩니다.

- 자동응답기능 실행 중에는 버튼이 빨간색 이며 설정된 문구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2. 상황에 맞도록 자동응답 문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톱니모양 버튼을 누르면 자동안내 문구 편집이 가능합니다.

3. 1:1 채팅
1) 좌측 Patient 에 들어가서 환자 이름 우측의

를 클릭합니다.

2) 1:1 채팅창이 나타납니다.
- 채팅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끄기로 설정해 주십시오.

3) 환자가 1:1 채팅 문자를 보내오면
데스크 PC에 자동으로

채팅창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4) 하단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우측 화살표 (또는 엔터)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4. 그룹 관리 / 예약전송 / 즉시전송
1) 덴톡은 환자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문자(talk)를 보내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상황에 맞춰 그룹은 설정하시면 됩니다.
- 진료진행, 진료마침, 진료동의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교정환자, 임플란트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 좌측의 Patient를 클릭하면 ‘Group관리‘ 항목이 나타납니다.

2) ‘그룹명’과 ‘그룹설명＇을 입력하고 우측 +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을 생성합니다.
- 그룹 생성이 끝나면 우측 ‘환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전체’를 클릭하면 2)번에서 생성한 그룹이 나타납니다.
- 문자(Talk)를 보낼 그룹만 선택하면 하단의 환자List에 선택한 그룹만 나타납니다.

4) 해당 그룹 list가 나타나면 □ 를 체크합니다.
- 선택된 전체 환자들이 전송List에 보여집니다.
- 전송List에 ‘모든 그룹 회원’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전송 할 메시지를 입력하고 즉시전송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5) 예약전송을 클릭하면 날짜와 시간 창이 나타나서 예약 일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공지사항(Push)
1) 덴톡은 전체환자를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휴진일 안내, 진료시간 변경 안내 등의 내용을 문자와 사진(이미지)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지사항은 푸쉬 알람 형태로 환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납니다.
- 좌측하단 Board 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2) 공지 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하단 찾아보기를 통해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입력된 내용의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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