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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특, 장점 

약국 결제 연동시스템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용카드단말기(VAN)을 연동시켜 고객에게 제공
함으로써 고객의 결제시간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
템입니다. 

■  시스템 개요 

1.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원-스톱으로 연동 

- 시스템 설계에서 구축까지 Non Stop Service 제공 

- 도입, 사용 목적에 대한 Consulting Service 제공 

- 한번의 연동으로 다양한 기능 제공 

2. 청구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수납업무 개선 

기존의 약제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의 이원화를 단일화함으로써  
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수납직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
선. 

3. 청구 프로그램에서 매출내역 및 집계 가능 

기존의 VAN사의 웹 서비스에서 관리하던 집계 및 매출내역을 청구프
로그램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 

4. 운영비 절감  

현재 일반 OA프린터를 통한 약제비 영수증 출력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전환. 비용절감이 매우 우수 

5. 시스템  구축 기간 

전산등록에서 설치까지 2일이 소요가 되며 개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규오픈 약국일 경우 5일 소요 ) 

 구축 프로세스  ◆ 

약국 환경분석 단말기 전산등록  설치  운영  관리 

구축 사례( 50여 곳 구축 ) 

기대 효과 

1. 결제 통합 솔루션 제공 

- 약제비 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한번으로 통합 출력 

- 약제비 도장 출력 가능( 옵션- 일부 약국 미 지원 ) 

2. 소모품 비용 절감 

- POS 용지로 통합 영수증 발행 가능 

3. 고객서비스 개선 효과 

- 고객과 수납직원의 결제 업무 시간 단축 

- 약국의 결제 프로세스 개선으로 대 고객 서비스 개선 

통합 솔루션 제공 

1. 대 고객 서비스 개선 

2. 결제 시간 단축을 통한  고객 만족도 증가 

3. 약국 수납 업무 프로세스 개선 

4. 타 약국과의 차별화 포인트 

5. 약국 브랜드  강화 및 이미지 제고 

6. 약국 소모품 비용 절감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804호 
전       화:  070-7733-1281       팩스 :  02-2109-6835 
홈페이지: WWW.CNSOFT.OR.KR 
E-   mail: och@cnsoft.or.kr 
상담 문의: 1566-6835, 담당: 지안영 과장 

가입 약국에 드리는 혜택 

1. 단말기 , POS용지 무상 제공( 무선단말기- 협의 ) 

2. 무상 A/S 제공 

3. 웹 서비스 및 매출 내역 자료 제공 

4. 금액 안내 시스템 무상 구축( 협의 ) 

http://www.cnsoft.or.kr/
mailto:och@cnsof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