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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안전성. 효율성.
하나의 통합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많은 종류의 장비 조합 구성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화 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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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점

싱글 도우즈용 
칸막이식 서랍

필요에 따라 확장성 
및 유연성

NurSyncTM 원격 약물 
대기항균 보호

모든 하드웨어를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운용

HL7  
인터페이스  다양하고 안전한 보관 

구성함

C 시리즈 CS 시리즈 CT 시리즈 F 시리즈 L 시리즈 M 시리즈 V 시리즈

칸막이 수 800 1,200 1,400 1,248 324
1,440 표준

 2,160 XL
720 

단일 조제 ü ü
대량  
보관 ü ü ü ü
칸막이식 서랍 
액세스 ü ü
픽 투 라이트(Pick-
to-Light) 저장 위치 
안내

ü ü ü ü
철재  
구조물 ü ü ü

단일 약품 콘트롤 ü ü ü ü ü

*

*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기술은 철재 프런트 도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Dispense® 시리즈는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약품을 분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약물  
조제 
솔루션



3TOUCHPOINTMED.COM

medDispense®의 가치

약품의 안전성과 워크플로우 효율성은 약품의 전달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medDispense®는 단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하여 매우 광범위한 상호 교 
환형 조제 하드웨어를 운영할수 있도록 합니다 

변하는 약품 보관 요건에 따라 쉽게 확장
모든  medDispense® 캐비닛은 서로 조합되어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
medLogicTM을 사용해서 고급 보안 단일 용량 조제 기능을 대량 
보관과 결합합니다.

다양한 보관 크기 옵션으로 공간 제약 
문제를 해결
가장 작은 캐비닛 설치 공간은 (w) 545mm(21.5인치) x (h) 
2,003mm(78.6인치) x (d) 520mm(20.5인치)입니다.

쉽게 가변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medLogicTM을 사용해서 하드웨어 구획 레이아웃과 함께 사용자 
설정 및 보안 방식을 간편하게 구성함으로써 시스템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구성. 
모든 medDispense® 캐비닛은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단일 용량 및 대량 약품을 안전하면서도 
사용자 요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약품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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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된 사용자의 접근 및 보고
• 상위 등급레벨보관을 요하는 약물의 통제되고, 잠겨 있고, 

보안된 환경에 보관됩니다.

• PharmacyCenterTM 소프트웨어 모듈은 약국에서 재고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수준 권한으로 특정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설정 
관리합니다.

계획 및 지원
• 당사의 전문 서비스 팀은 귀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귀하의 

시설 프로세스에 적합한 위치 및 보안 수준을 보장합니다.

• 전문 서비스 팀이 맞춤 구성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장비 수명 전반에서 지속적인 기술 지원.

상위등급 레벨 보관을 요하는 약물의 보관
• 칸막이식 철재 서랍을 사용한 단일 용량 배출(영국 ECD 규정 

준수).

• 제거, 폐기, 반환 또는 무효화를 위한 선택적 이중 서명.

• 불일치 추적 및 알림.

• medGuardTM 규제 약물 관리 모듈은 폐쇄형 루프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 medLogicTM은 가변식 약물 검색과 같은 내장된 보호 기능을 

통해 모든 medDispense® 캐비닛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 medGuardTM 규제 약물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는 폐쇄형 
재입고 절차를 제공합니다.

• 추가 소프트웨어 보호 기능:

• 알레르기 경고, 중복 용량 경고, 바코드 스캔, 유사 약물 경고, 
의료용 문자 표기.

안전 및 보안을 통한 배출.

약품 에러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보관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medDispense®는 사용자가 배분하고자 하는 각 약품에 따라 적합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약물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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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 효율성. 

medLogicTM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NurSyncTM 및 PharmacyCenterTM와 같은 소프트웨어 모듈은 데일리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환자 정보는 HL7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됩니다. 
탐색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ADC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됩니다.

PharmacyCenterTM 스테이션 관리

원격으로 약물 복용순서 대로 배출 
AccessRx MDTM 워크스테이션에서 직접 NurSyncTM 격 
약물대기열 기능을사용함으로써 환자와 보내는 시간을 
최대화하고 ADC에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medDispense® 캐비닛에 저장된 
적정재고 수준에 대한 정보 전달 
PharmacyCenterTM 모듈을 사용하여 시설의 모든 
medDispense® 전반에서 재고를 빠르고 쉽게 관리해서 
재고를 줄입니다.

NurSyncTM 메인 메뉴 medLogicTM 약품 인출

AccessRx MDTM

약물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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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 보관, 배출 및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완벽한 통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입니다.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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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LogicTM 이점.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효율성 

여러 칸에 걸쳐 단일 약물 조제
• 단일 조제 이벤트는 medDispense® 

캐비닛의 여러 칸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빠른 조제와 더 많은 진료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코드 재고 관리
• 한 번의 클릭으로 더욱 신속한 재입고

• 스크린 입력, 검색 및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FIFO 재고 관리 워크플로우
• medLogicTM은 재입고 시간이 가장 

오래된 약물을 찾아서 조제에 사용한 후, 
그 다음으로 오래된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회전합니다.

• 사용 기한이 만료된 약물로 인한 비용을 
줄여줍니다.

안전성

UK NHS ECD Register  
완전 지원
• 필수 ECD 워크플로우 및 트랜잭션 

로깅을 지원합니다.

• 잔여 재고 보고서.

약품/약물 별 주문형 재고 보고서 생성.
• 원 클릭 재입고 보고서 생성

가변식 약물 검색 
• 가변식 4문자 약물 검색을 통해 조제 

오류를 줄입니다.

로트 번호 재고 관리
• 약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 

약물의 추적성을 증가시킵니다.

유연성

분할량 재고 관리 및 조제
• 조제, 반환 및 폐기 기능은 10진수 값을 

지원합니다.

• 약물 폐기물을 줄입니다.

고화질 16:9 및 노트북 디스플레이
• PharmacyCenterTM 및 NurSyncTM 

모듈을 위한 보다 유연한 디스플레이 
옵션입니다.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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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모든 병원 정보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면서 
약품을 모두 적절히 추적 
관리합니다.

medLogicTM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작동하기 쉬워서 
시간을 절약하여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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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원격 약물 
대기열

규제 약물 재고 
관리

보고 및 시스템 
관리

medLogicTM 모듈은 워크플로우 효율성, 안전성 및 가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최상의 환자 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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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NurSyncTM 모듈을 통해 조제 캐비닛 스테이션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PATIENT 1

REMOTELY QUEUE 
PATIENTS FROM 
YOUR APPROVED 
WORKSTATION 

TYPICAL PROCEDURE 

PROCEDURE WITH NURSYNC™

ELIMINATE MULTIPLE 
TRIPS TO THE ADC 

NO WAITING 
IN LINES AT 
THE ADC

PRELOAD 
MEDICATIONS 
FOR ALL 
PATIENTS

PATIENT 2 PATIENT 3

간편한 사용 

NurSyncTM 메인 메뉴

관리 및 삭제합니다.

약물 조제

준비되면 medDispense® 캐비닛으로 
가서 저장된 대기열에서 약품을 
가져옵니다..

NurSyncTM 모듈을 AccessPointTM 
워크스테이션과 같이 ADC 장치에 
지정된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로그인해서 환자 약물 대기열을 생성, 

AccessRx MDTM AccessRx ExchangeTMAccessPointTM 

1 2 3

간호사는 NurSyncTM를 사용해서 
환자의 약물 대기열을 생성하여 
약물 회수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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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ispense® 캐비닛의 규제 약물 재고에 대한 
간편한 확인
• 모든 캐비닛에 대해 규제 약물 재입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사용자 액세스를 사용자 정의하여 캐비닛 가시성을 제어합니다.

• Global Item Locator(글로벌 약품 로케이터) 및 Global Inventory(
글로벌 재고) 보고서를 통해 시설의 규제 약물 수량 및 위치를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각 medDispense® 캐비닛에서 공급 상태의 명확한 지표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medDispense® 캐비닛으로 
규제 약물이 도달하도록 보장
• 통제된 재입고 액세스 및 소프트웨어 보호 기능을 통해 폐쇄형 약물 

투여를 지원하고 잠재적 경로 변경을 모니터링합니다.

• 불일치 추적을 통해 medGuardTM에 기록된 인출 수량이 medDispense® 
캐비닛에 재입고된 수량과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 medGuardTM의 선택적 근무 교대 카운트는 추가적인 추적성을 
보장합니다. 

medGuardTM 메인 메뉴

medGuardTM 스테이션 선택 화면

하드웨어 호환성

medGuardTM는 모든 하드웨어에 설치 가능합니다. 
특히 medDispense® V 시리즈는 가변식 보관함에 
권장됩니다.

medGuardTM 모듈은 시설이 규제 약물을 보관하고 추적하도록 
함으로써 폐쇄형 재입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edDispense® V 시리즈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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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CenterTM 모듈은 간편한 대시보드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약국 직원이 복수의 medDispense® 캐비닛에 걸쳐 약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harmacyCenterTM 메인 메뉴

ü 보고서 작성 ü 중요도가 낮은 약품 찾기

ü 재고 구성 ü 재고가 소진된 약품 파악

ü 불일치 확인 ü 캐비닛 설정 구성 

ü 운영자 유지 보수

PharmacyCenterTM 장점

재고 구성

스테이션 관리서명 보고서가 있는 재입고

보고서 스케줄러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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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CenterTM 모듈을 사용하면 모든 PC에서 시설의 자동 
조제 캐비닛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상위 사용량 보고서

재고 관리 대시보드

중요한 사항 보고
• 재고, 사용량, 트랜잭션, 규제 약물 등과 같이 시설에 중요한 핵심 

지표를 보고합니다.

• 사전 정의된 매개 변수 중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합니다. 

• 예약된 보고서 라우팅(인쇄, 이메일 및 팩스).

• 주문형 및 인쇄 미리보기 보고서.

• 임시 보고.

모든 캐비닛 전반에서  
재고의 가시성 및 관리
• 조정되는 특정 구획에 대한 가시성.

• 선택한 캐비닛에 대해 약물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합니다.

• 약품 번호, 설명 및 약물군을 확인합니다.

• 부족하거나, 재고가 소진되었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약물을 
확인합니다.

• 무효화할 수 있는 약물을 관리합니다. 

MEDLOGICTM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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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용량 - 단일 약품 관리부터 대용량 대량 
보관까지.  

POD 서랍 시스템
• 단일, 이중 및 삼중 PODS를 

사용한 단일 약품 관리.단일
POD

이중 

POD

삼중 
POD

선형 서랍 시스템
• 단일 및 이중 폭  

선형 서랍.

이동식 디바이더

단일 폭 이중 폭

매트릭스 서랍 시스템
• 단일, 이중 및 삼중 깊이의  

매트릭스 서랍.

가변식 파티션

단일,
이중 또는 삼중
깊이로 제공. *그림은 
2개의 단일
깊이 서랍임.

medDispense® C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S 시리즈, CT 시리즈, F 시리즈, L 시리즈, M 시리즈 및 V 시리즈.

약물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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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보호

가장 작은 medDispense® 캐비닛
• 저용량 구역에 적합합니다.

• 최대 112 유닛 용량.

• 컴팩트한 카운터탑 유닛은 거의 
모든 곳에 적합합니다.

단일 약품과 대량 약품 관리의 조합
• 단일 약품 관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서랍 구성에 대량 보관 
기능을 결합합니다.

• 경량형 대량 보관 공간.

medDispense® 부속품
• 보관함은 다양한 크기로 

제공됩니다. 전체 목록은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약물  
조제  
솔루션

작은 프레임에 대량 보관
• 대용량 또는 대형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제할 수 
있습니다.

• 각 약품에 대한 복수의 보관함 
옵션.

• 모든 C 시리즈 대량 보관 
영역에는 약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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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약품 또 는 기 타 대 형 약 품을 보 관할 수 
있도록 용량 추가 옵션 장비. 

보관 요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
• 반고 CS 시리즈 캐비닛은 

보안 및 다양한 크기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 전체 또는 소형 깊이 크기

대형 또는 대량 공급 약품 보관
• 다양한 대량 약품에 맞도록 가변식 

보관함 및 칸.

• 모든 CS 시리즈 대량 보관 영역에는 
약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 
설정이 가능합니다.

• 철재 도어 옵션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 전체 또는 소형 깊이 크기. 

• 안전한 규제 약물 보관을 위해 
medGuardTM 소프트웨어와 
결합됩니다.

medDispense® CS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 시리즈, F 시리즈, L 시리즈 및 M 시리즈. 항균 보호

투명 전면의 CS 시리즈

철재 전면의 CS 시리즈

약물  
조제  
솔루션

투명 전면의 반고 CS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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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약품 통제의 보안과 대량 보관을 
결합하면서 용량을 확장하십시오. 

카운터탑 크기의 조제 확장

• 추가 용량이 필요한 소형 카운터탑 
위치에 가장 적합합니다.

• 최대 112 유닛 용량.

작은 설치 공간에서 고용량 확장

• 장치당 최대 800개의 약품 조제.

• 전체 또는 컴팩트한 깊이 선택.

가변식 서랍 및 선반

• C 시리즈와 같이 가변식 선반에 
선형, 매트릭스 및 POD 보관 옵션이 
있습니다. 

• 모든 CT 시리즈 대량 보관 영역에는 
약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일 약품 관리와 대량 보관을 결합

• 하나의 타워에 최대 1,400개의 약품을 
보관합니다.

• 시설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깊이.

• 대량 약품에 대한 자격 증명 액세스.

서랍 시스템
• C 시리즈와 동일한 

서랍 옵션을 
사용합니다.

항균 보호

medDispense® CT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 시리즈, F 시리즈, L 시리즈 및 M 시리즈.

약물  
조제  
솔루션



18 TOUCHPOINTMED.COM

높은 구성 가능성 및 확장성
• 원하는 보안 수준과 약품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최대 15가지의 다양한 서랍 크기.

• 단일, 혼합 및 선형의 3가지 재입고 모드를 
지원.

요청된 수량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가진 단일 용량 조제.

최고 수준의 보안 약물 조제
• 필요한 약물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의 

칸막이식 서랍 구획이 있는 단일 용량 철재 
구획.

• NHS 규제 약물 요건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철재 
구조.

효율적인 조제 기술
•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기술을 사용하면 

선택한 약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서 조제할 
수 있습니다.

medDispense® F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 시리즈, CS 시리즈, CT 시리즈, L 시리즈, M 시리즈 및 V 시리즈. 항균 보호

약물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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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단일 약품 액세스 
• 구획은 견고하며 강제로 열 수 없는 고강도 

잠금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구획 내부에 들어 있는 약품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어서 보안을 강화됩니다.

• NHS 규제 약물 요건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철재 구조.

대용량 구성
• 다양한 약물을 수용할 수 있는 2가지 서랍 

크기(100mm 및 150mm 깊이).

• C 시리즈 POD에 비해 더 커진 구획 크기 
옵션을 제공. 

•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9가지 구획 크기.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안내 기술을 
통해 편리한 칸 확인
• 서랍과 구획으로 안내하는 조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제하십시오.

단일 약품 구획 제어 장치는 개방형 구획보다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약물 크기를 수용합니다.

series

medDispense® L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 시리즈, CS 시리즈, CT 시리즈, F 시리즈, M 시리즈 및 V 시리즈. 항균 보호

약물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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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재구성 및 확장
• 원하는 보안 수준과 약품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최대 5가지의 다양한 서랍 크기.

효율적인 조제 기술
•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기술을 

사용하면 선택한 약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서 조제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안 약물 조제
• 칸막이식 서랍 내에서 최대 12개의 칸으로 

단일 용량 조제.

• "Easy Scoop" 구획 설계로 내용물을 
부드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작은 설치 공간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제공 합니다.

조정 가능한 모니터 아암
• 왼쪽 또는 오른쪽 장착. 

• 수직 높이 조정.

medDispense® M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 시리즈, CS 시리즈, CT 시리즈, F 시리즈, L 시리즈 및 V 시리즈. 항균 보호

약물  
조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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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 캐비닛 당 9개의  

보안 도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철재 프레임 구조.

• 투명 전면 도어 또는  
철재 도어 옵션.

안전하고 간편한 식별
• 개별 라커에는 자체 조명 기능이 

있어서 제품을 완전히 볼 수 
있음.

가변식 라커
• 3가지 도어 크기에서 선택 가능.

• 신속하고 직관적인 접근을 위한 
팝 오픈 도어 또는 안내등으로 
약품을 쉽게 찾을 수 있음.

대용량 약품 및 용품의 보관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중앙 약국 규제 약물 보관에 최적
medGuardTM 모듈과 결합되는 V 
시리즈는 규제 약물 관리를 위한 폐쇄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항균 보호

medDispense® V 시리즈와 통합되는 모델:
C 시리즈, F 시리즈, L 시리즈 및 M 시리즈.

약물  
조제  
솔루션



22 TOUCHPOINTMED.COM

최대 장치  
용량

112 700 800 600

장치  
치수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668mm(26.25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mm(28인치)
높이: 1.550mm(61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88.8mm(22인치)
높이: 1.550mm(61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mm(28인치)
높이: 1.550mm(61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88.8mm(22인치)
높이: 1.550mm(61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2mm(28인치)
높이: 1.550mm(61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88.8mm(22
인치)

높이: 1.550mm(61인치)  

중량
66-73kgs 
146-162lbs 

159.2-221.8kgs 
351-489lbs

221.4kgs-344.3kgs
488-759lbs

89.8-101.2kgs
198-223lbs

최대 서랍
수

12 30 60 해당 없음

재질 
구성

폴리머 서랍과 도어가 있는 철재 프레임. 

medDispense® 시스템
C 시리즈

* 모니터 상단까지의 측정된 높이.  오버브리지 옵션에는 234.9mm(9.25 인치)를 추가하십시오.

시스템  
사양



23TOUCHPOINTMED.COM

medDispense® 시스템
CS 시리즈

최대 장치 
용량

600 1,200 1,200

장치  
치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 mm(28인치)

높이: 1,118mm(44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1,118mm(44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mm(28인치)
높이: 1,981mm(78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1,981mm(78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mm(28인치)
높이: 1,981mm(78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1,981mm(78인치)

중량
73.5-84.8kgs
162-187lbs

119.7-136.1kgs 
264-300lbs

119.7-136.1kgs 
264-300lbs

재질 
구성

폴리머 서랍과 도어가  
있는 철재 프레임.

철재 프레임 및  
알루미늄 도어.

* 작업 표면까지의 측정된 높이.  오버브리지 옵션에는 431.8mm(17인치)를 추가하십시오.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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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ispense® 시스템
CT 시리즈

최대 장치  
용량

112 700 800 1,400

장치  
치수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
인치)
높이: 355.6mm(14
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2mm(28인치)

높이: 1,118mm(44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1,118mm(44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2mm(28인치)

높이: 1,118mm(44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1,118mm(44인치)*

전체 깊이:
폭: 685.8mm(27인치)
두께: 711.2mm(28인치)
높이: 1,981mm(78인치)
컴팩트:
폭: 685.8mm(27인치)
두께: 558.8mm(22인치)
높이: 1,981mm(78인치)

중량
55.8-63.5kgs 
123-140lbs

142.9-205.5kgs
315-453lbs 

204.6-327.5kgs 
451-722lbs

248.6-376.9kgs 
548-831lbs

최대 서랍
수

12 30 60 60

재질 
구성

폴리머 서랍과 도어가 있는 철재 프레임.

시스템  
사양

* 작업 표면까지의 측정된 높이.  오버브리지 옵션에는 431.8mm(17인치)를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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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T 시리즈 서랍 및 보관 옵션 

내부 서랍 치수

서랍
유형

길이 폭 높이 체적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cm3 in3

단일  
POD 80 3.15 59.9 2.36 35.8 1.41 172.06 10.5

이중  
POD 80 3.15 136.1 5.36 35.8 1.41 390.01 23.8

삼중  
POD 80 3.15 212.3 8.36 35.8 1.41 607.96 37.1

단일 폭 선형 
컴팩트

347.7 13.69 83.3 3.28 55.1 2.17 1,596.10 97.4

단일 폭 선형
전체 깊이

500.1 19.69 83.3 3.28 55.1 2.17 2,295.83 140.1

이중 폭 선형
컴팩트

347.7 13.69 188.0 7.40 55.1 2.17 3,601.88 219.8

이중 폭 선형
전체 깊이

500.1 19.69 188.0 7.40 55.1 2.17 5,919.02 316.2

1 깊이 
매트릭스 
컴팩트

366.3 14.42 596.1 23.47 58.2 2.29 12,700 775

1 깊이 
매트릭스 전체 
깊이

518.7 20.42 596.1 23.47 58.2 2.29 17,976.65 1,097

2 깊이 
매트릭스 
컴팩트

366.3 14.42 596.1 23.47 142 5.59 31,004.39 1,892

2 깊이 
매트릭스 전체 
깊이

518.7 20.42 596.1 23.47 142 5.59 43,901.04 2,679

3 깊이 
매트릭스 
컴팩트

366.3 14.42 596.1 23.47 225.8 8.89 49,308.78 3,009

3 깊이 
매트릭스 전체 
깊이

518.7 20.42 596.1 23.47 225.8 8.89 69,825.43 4,261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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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ispense® 시스템
F 시리즈

최대 장치  
용량

1,248

장치  
치수

폭: 545mm(21.5인치)
두께: 520mm(20.5인치)
높이: 2,003mm(78.6인치)

중량 245kgs(540lbs)

재질 
구성

철재 프레임 및 서랍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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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시리즈 서랍 및 보관 옵션

내부 서랍 치수

서랍 유형 높이 폭
서랍 당  

최대 구획  
수

A 23mm(0.90인치) 97mm(3.81인치) 12

AT 49mm(1.93인치) 96mm(3.78인치) 12

AA
23mm(0.90인치)
23mm(0.90인치)

250mm(9.84인치)
97mm(3.81인치)

12

B 68mm(2.67인치) 97mm(3.81인치) 12

BB
68mm(2.67인치)
68mm(2.67인치)

250mm(9.84인치)
97mm(3.81인치)

12

C 23mm(0.90인치) 164mm(6.45인치) 12

CT 49mm(1.93인치) 170mm(6.69인치) 12

D 68mm(2.67인치) 175mm(6.88인치) 12

E 23mm(90인치) 385mm(15.15인치) 12

F 68mm(2.67인치) 394mm(15.51인치) 12

G 120mm(4.72
인치)

394mm(15.51인치) 12

H 175mm(6.88
인치)

394mm(15.51인치) 12

J 170mm(6.69
인치)

175mm(6.88인치) 12

Z 23mm(0.90인치) 55mm(2.16인치) 12

ZT 49mm(1.93인치) 60mm(2.36인치) 12

Document Number: DS100-001   |   Revision: 0Leaders in intelligent inventory solutions

www.supplypoint.com

Combined with our powerful SupplyPoint Inventory Management Software, the 28 LEVEL provides a versatile high capacity 
solution, to meet the unpredictable challenges of modern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RECONFIGURABLE 

changing requirements of the user. Single trays or the entire f rame 
can be easily changed in minutes without the use of tools.

UNIQUE MANUAL OVERRIDE 
In an ideal world a manual override would never be needed, but if 
required the 28 LEVEL ensures 24/7 availability with a unique manual 
override capability which is simple and easy to use and require s no 
disassembly.

SECURITY 
Access to the contents of the 28 LEVEL can be restricted by the use 

a combination of these options. The drawers locks are of a high 
strength and cannot be forced open in normal or aggressive use 
without the assistance of tools. The items held within the 28 LEVEL 
are hidden from view and can be randomly distributed around the 
machine, reducing the risk of the unauthorised removal of conte nts.

COMPATIBILITY 
The 28 LEVEL can be seamlessly integrated into any existing 
SupplyPoint™ installation.

EFFICIENCY 
Multiple drawers can be selected in a single transaction, minim ising 
the time required to manage large volumes of stock.

EXPANDABILITY 
The 28 LEVEL can be expanded up to 10 units per systems to provide 
up to 1121 secure locations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power ful 
management software designed and developed by SupplyPoint™ 
experienced Engineers.

ACCOUNTABILITY AND TRACEABILITY 
ith full 

and accurate audit and reporting capabilities detailing who, wh en, 
where and why about the usage of any component managed by the 
systems.

HIGH SPEED ACCESS 
Rapid search and selection of items via the SupplyPoint™ software is 

ch 
guides users directly to the drawer.

DIAGNOSTICS 
The machine has a built in tray diagnostic port, facilitating i mproved 
remote systems support, diagnosis and repair.

FUTURE PROOF 
The 28 LEVEL has been designed and developed with expansion 
ports to allow the use of RFID and other ancillary equipment.

Drawer Sizes & Compartment Dimensions Standard Drawer Options

Drawer 
Type

No. of 
drawers

Levels 
used

Internal 
Dimensions 

(Usable) mm

Max Load 
Capacity/ kg

Z 4 1 55 x 23 20

A 3 1 97 x 23 20

AA 2 1
250 x 23
97 x 23

20

B 3 2 97 x 68 20

BB 2 2
250 x68
97 x 68

20

C 2 1 164 x 233 20

D 2 2 175 x 68 20

Twin 4 4 1.5* 59 x 49 20

Twin 3 3 1.5* 97 x 49 20

Twin 2 2 1.5* 176 x 49 20

E 1 1 385 x 23 20

F 1 1 394 x 68 35

G 1 3 394 x 120 35

H 1 4 394 x 175 35

J 2 4 170 x 175 35

J J

H

G

E

D

BB

AA

B

A

BB B

AA A

ZZZ Z

D

C C

AT* AT*AT*

F

* AT, CT, and ZT drawers must be use in pairs.

Non-standard drawer sizes available on request.

CT* CT*

ZT* ZT* ZT* ZT*

요청시 비표준 서랍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 CT 및 ZT 서랍은 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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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ispense® 시스템
L 시리즈

최대 장치  
용량

324

장치  
치수

폭: 817mm(32.17인치)
두께: 775mm(30.51인치)
높이: 1,025mm(40.35인치)

중량 440kgs(970.03lbs) 

최대 서랍
수

9

재질 
구성

철재 프레임 및 서랍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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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 당 6개의 채널.

• 100mm 및 150mm 서랍 높이 
옵션.

• 텔레스코픽 서랍 러너.

L 시리즈 서랍 및 보관 옵션 

다중 덮개 구획 구성

모듈 높이 폭 깊이

1x1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99mm(3.90인치) 66mm(2.60인치)

2x1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198mm(7.80인치) 66mm(2.60인치)

3x1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299mm(11.77인치) 66mm(2.60인치)

2x2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198mm(7.80인치) 163mm(6.42인치)

3x2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299mm(11.77인치) 163mm(6.42인치)

3x3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299mm(11.77인치) 260mm(10.24인치)

6x1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599mm(23.58인치) 66mm(2.60인치)

6x2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599mm(23.58인치) 163mm(6.42인치)

6x3
55mm(2.17인치)
105mm(4.13인치)

599mm(23.58인치) 260mm(10.24인치)

픽 투 라이트(Pick-to-light) 안내 기능이 있는 구획 제어 덮개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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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ispense® 시스템
M 시리즈

최대 장치  
용량

1,440 표준

 2,160 XL

장치  
치수

표준 프레임:
폭: 544mm(21.42인치)
두께: 518mm(20.39인치)
높이: 2,010 mm(79.13인치)

XL 프레임:
폭: 766mm(30.16인치)
두께: 525mm(20.67인치)
높이: 2,010mm(79.13인치) 

중량
140kgs 
310lbs

160kgs 
350lbs 

재질 
구성

철재 프레임 및 폴리머 서랍

시스템  
사양



31TOUCHPOINTMED.COM

서랍 유형
서랍 깊이 mm(인치) 섹션 당 서랍 수*

높이 폭 길이(3) 표준 XL

1x1 42mm(1.65
인치)

45mm(1.77
인치)

26mm(1.02
인치)

24 36

2x1 42mm(1.65
인치)

118mm(4.64
인치)

26mm(1.02
인치)

12 16+4 (1)

3x1 42mm(1.65
인치)

192mm(7.56
인치)

26mm(1.02
인치)

8 12

2x2 96mm(3.78
인치)

118mm(4.64
인치)

26mm(1.02
인치)

6 8+2 (2)

3x2 96mm(3.78
인치)

192mm(7.56
인치)

26mm(1.02
인치)

4 6

(1) XL 2x1 POD에는 16개의 2x1 서랍과 4개의 1x1 서랍이 있습니다.
(2) XL 2x2 POD에는 8개의 2x2 서랍과 2개의 1x1 서랍이 있습니다.
(3) 서랍의 구성을 변경하여 최소 거리 L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대 L = 312mm(12.28 인치).
* 각 M 시리즈 장치 당 5개의 섹션.

M 시리즈 서랍 및 보관 옵션

표준 프레임 구성 예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6레벨 전자식 선반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2x1 2x1 2x1

2x1 2x1 2x1

2x1 2x1 2x1

2x1 2x1 2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2x2 2x2 2x2

2x2 2x2 2x2

3x2 3x2

3x2 3x2

XL 프레임 구성 예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6레벨 전자식 선반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1x1

2x1 2x1 2x1 2x1 1x1

2x1 2x1 2x1 2x1 1x1

2x1 2x1 2x1 2x1 1x1

2x1 2x1 2x1 2x1 1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3x1

2x2 2x2 2x2 2x2
1x1

1x1

2x2 2x2 2x2 2x2
1x1

1x1

3x2 3x2 3x2

3x2 3x2 3x2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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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ispense® 시스템
V 시리즈

최대 장치  
용량

720 720

장치  
치수

라커 크기:
폭: 1,093mm(43인치)
깊이: 500mm(19.7인치)
높이: 2,030mm(80인치)

라커 크기:
폭: 1,093mm(43인치)
깊이: 500mm(19.7인치)
높이: 2,030mm(80인치)

중량
단일 라커: 55kg(110lbs) 
삼중 라커: 175kgs(386lbs)

단일 라커: 55kg(110lbs) 
삼중 라커: 175kgs(386lbs)

재질 
구성

폴리카보네이트 도어가 있는 철재 프레임 철재 프레임 및 도어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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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크기

도어 크기 작게 중간 크게

높이 154mm(6.1인치) 254mm(10인치) 515mm(20.3인치)

폭 320mm(12.6인치) 320mm(12.6인치) 320mm(12.6인치)

깊이 480mm(19인치) 480mm(19인치) 480mm(19인치)

삼중 라커 구성

유형 구성

S1 대형 라커 9개

S2 중형 라커 18개

S3 소형 라커 27개

S4 소형 라커 9개, 중형 라커 6개, 대형 라커 3개

S5 소형 라커 12개, 중형 라커 8개, 대형 라커 1개

V 시리즈 도어 및 보관 옵션 

* 모든 레이아웃에서 제작된 철재 도어 라커. 투명 전면 라커는 S2, S3 및 S4 레이아웃에서만 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듈 S1 모듈 S2 모듈 S3 모듈 S4 모듈 S5

* 5개 유형의 장치가 있으며, 각 장치는 특정 수의 구획을 가집니다.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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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잠금장치
비-medDispense® 보관 
캐비닛에 대해 접근 통제를 
추가합니다.

온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원격 잠금장치
온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외부 냉장고 접근 제어 
잠금 장치로서 medLogic® 
소프트웨어와 함께 
통합됩니다.

외부 반환함
오버브리지에 장착할 
수 있는 외부 반환함을 
사용하여 반환 약물을 
관리합니다. C, CS 및 CT 
시리즈에 있습니다.

반환 서랍
서랍 시스템 내에 통합된 
반환 서랍으로서 반환 
프로세스에서 추가 보안을 
제공합니다. 단일 또는 
이중 폭의 C 및 CT 시리즈 
캐비닛에 사용 가능합니다.

오버브리지
모든 장치의 보관 공간을 
늘립니다. C, CS 및 CT 
시리즈에서 전체 높이 및 
표준 높이로 제공됩니다.

바코드 스캐너
내장된 무선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킵니다.

대량 보관함
C, CS 및 CT 시리즈에서 
다양한 크기의 공급 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medDispense® 부속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비 교체 및 당사의 액세서리 제품군은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맞도록 추가 또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글로벌 규제 요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ISO 및 CSA 승인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35TOUCHPOINTMED.COM

약물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액세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의하려면 TouchPoint Medica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웹 사이트 touchpointmed.com/contact를 방문해서 현지 담당자와 
연락하십시오.

고속. 반응형. 정중한 서비스.
당사는 파트너십 전반에서 상담 및 대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레이아웃

경험이 풍부한 고객 
전문가가 귀하의 
특정 약물 보관 및 

워크플로우 요구 사항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을 
설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설치 및  
교육

TouchPoint Medical 
전문 서비스 팀이 
설정, 설치, 교육 및 
배포의 각 단계에서 

도와드립니다.

기술
 지원

TouchPoint 
Medical 기술 
지원 팀이 사내 

글로벌 전화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료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을 

제공하며 발표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알려 통지합니다.

제품 보증

모든 캐비닛에는 
5 년 표준 보증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세심한 손길의 글로벌 비즈니스

TouchPoint Medical은 의료 산업의 최전선에 제조, 품질 및 엔지니어링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품질 및 성능부터 미학 및 인체 공학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손길이 큰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계 수천 개의 병원과 의료 시설에 고객 

중심의 의료 기술 및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01201-BR-medDispense powered by medLogic-KO

info@touchpointmed.com · touchpointmed.com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홍콩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중국 상하이

전화: (86) 1361 1680 312

영국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영국 럭비

전화: (44) (0) 844 576 1247

중동/아프리카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전화: (971) 55 5963 092

동남아시아, 호주/뉴질랜드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호주 빅토리아
전화: (61) 3 9330 5050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노르웨이 트란비
전화: (47) 31 90 97 60

글로벌 본사 및 아메리카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플로리다주 오데사
전화: (1) 800 947 3901

유럽 본부  
고객 및 기술  
지원 사무소

벨기에 크루이베케
전화: (32) 3 568 33 00

글로벌 본사 
미국 플로리다 오데사

   고객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제조/재고 관리
   공인 VAR 및 유통 업체
   직접 계정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