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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고객 안내 시스템 

양방향 고객 안내시스템은 듀얼모니터( 양방향 )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 특징과 기능 

 

1.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용이 

   -  금액안내( 환자 본인부담금 ) 

   -  고객 호출 및 대기안내 

   -  복약지도 및 처방전 비교  

   -  일반약 및 제휴사  광고  ( Jpg, 동영상 등 ) 

   -  약국 및  제휴사  홍보( JPG, 동영상 등 ) 

   - 기타 

2.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  환자와의 민원 감소 및  직원 피로도 개선 

   -  고객 소통 강화 

3.  약국 맞춤형 디자인 가능  

   -  약국에서 원하시는 설정으로 셋팅 가능( 홍보 문구 등 ) 

   -  약국에 맞춤화된  디자인 제공 

   -  약국 공간의 적절한 활용 가능 

   - 적은 공간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4.  타 약국보다  경쟁력 확보가 용이 

    -  차별화된 요소로 고객들로부터 스마트약국 이미지 제고  

    -  약국 브랜드 상승 

적용 용도 

 환자 본인부담금 안내 

 고객 호출 및 대기,투약 안내 

 복약 지도 안내 

 처방전 비교 

 약국 및 제품 광고 

 약국 / 환자  공지 전달 등    

기대 효과 

■  시스템  구축 기간 

 

발주에서 구축까지 14일이 소요가 되며 개발 요청 사항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원하시는 UI와 디자인 요청 시 구축 기간이 더 소요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축 프로세스 

약국 환경분석 견적 장비발주 S/W 및 디자인 개발 구축 테
스트 / 운영 관리 

 

양방향 고객 안내 시스템 외관도 

1. 환자의 편의성 증대 

2.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3. 구성원의 업무 피로도 개선 및  만족도 증가 

4. 타 약국과의 차별화 포인트 

5. 약국 브랜드 제고 

6. 약국의 대외적 홍보 효과 

7.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8. 약국 직원의 프라이드 강화 

9. 고객과의 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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