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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 지도시스템 

복약지도는 약국에서 가장 우수한 컨텐츠입니다.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에는 고객이 끊임없이 방문합니다. 당사의 복약지도시스템은 약사
님들의 열망과 환자분들의 요구를 수용한 양질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약지도시스템은 청구프로그램과 연동으로 더욱 편리하고 
설치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  시스템 개요 

1. 신속하고 정확한 약품 정보 제공 

복약지도시스템은 약사님들의 철저한 감수와 매월 등,삭제되는 약품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2. 양질의 컨텐츠 제공 

컨텐츠에는 사진, 복용법, 주의사항, 총량 등 복약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복약지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 사용과 설치가 편리한 모바일앱으로도 지원 

복약지도를 모바일에도 간편하고 쉽게 지원.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복
약을 확인 및 문의 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개선을 통해 약국의 이미지 제고 

서면 복약지도문을 환자에게 제공해줌으로써 약국에 대한 대외 이미지
를 개선할 수 있으며 환자의 신뢰를 얻어 재 방문의 기회를 넓힐 수 있
습니다. 

5. 시스템  구축 기간 

회원가입에서 사용까지 1일이 소요가 되며 복약 출력 프린터가 배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축 프로세스  ◆ 

회원가입 요청 승인  시스템 설치 출력 테스트  사용 

구축 사례( 50여 곳 구축 ) 

기대 효과 

1. 한 눈에 환자 복약 지도 내용이 확인 

-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편리하게 구성. 

- A4지 한 장에 6개의 처방 출력 가능. 

2.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 및 모바일 앱  지원 

- 매월 심평원에 등재, 삭제되는 약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 제공. 

- 모바일 앱  가입 시 본인 복약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3. 복약지도문에 약국 홍보 및  제품 광고 지원 

- 약국에서 요청 시 약국 홍보 및 제품광고를 지원  매출증대 가능. 

복약지도문 샘플 

1. 고객 만족도 증가. 

2. 고객이탈방지 및 재 방문 유도 

3. 타 약국과의  차별화 가능. 

4. 약국 브랜드  강화 및 이미지 제고. 

5. 고객 로열티 확보. 

6. 복약지도문을 통한 약국 홍보 / 광고 지원 

7. 홍보와 광고를 통한 매출 / 수익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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