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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특, 장점 

금액 안내시스템 

고객의 본인부담금을 모니터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직
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시키며 고객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시
스템입니다. 

■  시스템 개요 

1.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원-스톱으로 연동 

-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 

- 처방전 입력과 동시에 모니터에 고객 본인부담금 표시 

- 설치와 구축이 간단 

2. 수납 업무 개선을 통한 민원 최소화 

고객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명확
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며 고객과의  민원도 최소화. 

3. 화면 디자인 수정 지원 

약국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접목가능하며 금액안내시스템을 통해서 고
객에게 약국관련 공지도 가능. 

4.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어르신, 난청환자 등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강화함으로써 약국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구축에 기여.  

5. 시스템  구축 기간 

개발에서 구축까지 4일이 소요가 되며 개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기간
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축 프로세스  ◆ 

약국 환경분석 견적 모니터 발주  S/W 설치  운영  관리 

구축 사례( 10여 곳 ) 

기대 효과 

1. 시스템의 설치와 구축이 간단 

-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으로 설치가 용이 

- 클라이언트 PC와 1:1 매칭 

2. 고객과 소통 강화 채널 

- 텍스트를 통한 금액안내로 고객과 소통 강화 

3. 고객서비스 개선 효과 

- 고객과 수납직원의 민원 최소화 

- 약국의 결제 프로세스 개선으로 대 고객 서비스 강화 

통합 솔루션을 통한 시너지 발생 

1. 대 고객 서비스 개선 

2. 고객과 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증가 

3. 약국 수납 업무 프로세스 개선 

4. 타 약국과의 차별화 포인트 

5. 약국 브랜드  강화 및 이미지 제고 

6. 고객과의 민원 최소화를 통한 업무 스트레스 감소 

7. 약국의 정책, 비전, 공지에 대해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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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납/결제 연동시스템과 연계 시 시너지 발생 

2. 통합 솔루션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 

3. 스마트약국 이미지 제고 

4. 고객의 민원 감소로 직원 업무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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