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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이애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역과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신 전국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창단되면서, 의약품 안전사용 

활동이 약사회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집행부는 전국의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보답하고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느끼시듯, 현장의 교육 환경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급의 모둠 활동 증가와 교육 방식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일 것입니다.  

이에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교육 현장과 환경, 방식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롭고 더 나은 의약품 안전사용 활동을 

준비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체험학습 교육 방식을 접하였고, 

이러한 교육 방식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2년여 간의 시간동안 자료 취합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였고, 지난  해에는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진행하여 높은 효율성과 만족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 11월, 제 3회 의약품 안전교육 박람회를 통하여 

강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책을 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이를 처음 접하는 강사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강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별 교안과 많은 학습지도안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책의 발간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 이번 출간 책자가 각 부분별로 세분화 되어 전문적인 특화 교육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님들과 본부 임직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약품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소비자간 온라인 불법 직거래 등 우리 

국민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약의 기능을 

발휘하며, 오남용 시에는 오히려 독으로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14년에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활동은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사용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부작용과 유해반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약사강사님들의 노력으로 유치원, 학교, 노인정, 

각계 단체 등으로부터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강사님들의 굳은 사명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의약품 안전사용 활동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양성, 강사의 역량 및 경력 관리, 강의자료 개발, 대내외 홍보 활동 

등 물적·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이러한 비전과 사명감을 함께 공유해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약사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이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미래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약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약학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 찬 휘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이 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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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약(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유래 등 피교육자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고 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체험을 통한 학습 목표와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피교육자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약(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자발적 학습참여를 유도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생활 속에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약 
사용 사례발표를 통해 약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본다.

-  “내가 먹고 있는 약은?”질문을 
통해 학생들 발표와 관심을 유도, 
학습목표에 유도한다.

-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인지하도록 
알려 준다

4분

① 발표학생

②   약의  
제형별 
교구

▼ 학습주제 : 약(의약품)은 무엇인가요?

▼ 학습목표 :  생활 속에 쉽게 접하는 약(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약(의약품)의 종류 및 약(의약품) 제조 실습을 통해 약(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1. 동기 유발을 위한 질문하기

가. 질문 (약은               이다)

☞ 우리집 약상자나 냉장고, 엄마서랍에는 어떤 약이 있습니까?

☞ 그 중에 내 약은 어떤 것이 있고, 난 어떨 때 그 약을 사용합니까?

☞ 약을 먹었더니(사용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지금까지 얘기했던 “약”이란 무엇입니까?

☞ 그럼 약은 고마운 것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것입니까?

Tip.  순차적인 질문을 통해 피교육생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마지막에 학습주제와 목표를 알려줌으로써 

배워야할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한다.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학습 교안 1

▼ 학습주제 : 약(의약품)은 무엇인가요?

▼ 학습목표 :  생활 속에 쉽게 접하는 약(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약(의약품)의 제형별 종류를 알아보고, 약(의약품) 제조 
실습을 통해 약(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생활 속에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약 사용 
사례발표를 통해 약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본다.

-  “내가 먹고 있는 약은?”질문을 통해 학생들 
발표와 관심을 유도, 학습목표에 유도한다.

-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인지하도록 알려 준다

4분

① 발표학생

②   약의  
제형별 
교구

전개

[활동 1]

약의  
종류

-  약의 여러가지 종류(제형별)를 알려준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이나 먹었던 약, 혹은 
집에 있는 약들의 모양을 떠올리게 하고 
제형별교구와 접목 교육 흥미를 높인다

-  약의 제형별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제형에 다른 따른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약은 그 제형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시킨다.

-  실물교구를 통해 올바른 약 사용의 방법과,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교구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게한다.)

-  생활 속에서 약이 사용되는 실례를 알려준다.

8분

①  약의  
제형별 
교구

②   생활과  
약 교구 
(제작 
요망)

[활동 2]

소화제의  
원리를  

이해하자

-  1인 자율 실험

-  소화제를 가루약으로 갈아 만들어 나누어 준다.

-  녹말풀에 소화제를 섞어 저어준다.

☞  실험을 통해서 의약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으로 실험으로 약에 대한 
흥미와 유익성을 알아본다.

☞  잘못 사용했을 때 약의 위해성을 알려주고 
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녹말풀과 소화제 가루약으로 진행하여 
위해성을 없애고 안전성 있는 실험으로 진행)

10분

① 종이컵

② 녹말풀

③ 소화제

④ 스틱

마무리
발표 및  
마무리

-  약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  제형별 교구를 확인시켜준다

-  생활 속의 약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건강에 미치는 약의 중요성 알려준다.

-  약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요약하여 
마무리한다.

3분
①  제형별  

약의 종류 
판넬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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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질문에 대한 피교육생의 발표 내용에 부정의 표시를 삼가하자. 

(ex : 약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돼요!!, 그런 약을 먹으면 나중에 

입원해요!!)

☞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자. 

(ex : 햇빛이 있다면 차광을, 주위에 소음이 심하면 모여서 서로의 

소리가 들리도록) 

나. 학습 주제 및 목표 안내

1) 준비물

약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준비 한다.

ex)제형별 약의 종류 판넬 교구, 실물 약, 약의 케이스 등

실물 약 제형별 약 종류 교구 약 케이스

2) 진행

①  질문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약”에 대하여 

인지시키고, 발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에 대한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유도한다.

②  교육 내용에 대하여 피교육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알려준다.

Tip.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주제와 목표에 대하여 불러주고 

따라하게 하거나, 프린터물 등으로 인쇄하여 피교육생 스스로 

읽어보게 하면 효과적이다.

다. 일반약과 전문약

-  일반 의약품 :  약국에서 의사처방 없이 약사와 상담 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 전문 의약품 :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1) 일반의약품이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상반응이 적은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대로 

복용한다면 안전하다.  

일반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설명서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잘 읽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또 약사와 상담 후 약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구매 전 증상, 나이, 특이체질, 복용가능 여부 등 본인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약사와 상의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종이 포장, 약 용기(예: 병)에 약에 대한 

정보가 잘 기재되어 있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는 상자 안에 첨부되어 

있는 ‘의약품설명서’에 있으므로 꼭 확인한다. 

2) 일반의약품 정보에서 제공되는 되는 정보 

①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지(복용량) 

② 어떠한 증상에 먹는지 

③ 얼마나 자주 먹는지(몇 시간마다) 

④ 약이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안전한지 

⑤ 약에 대한 주의 사항 

⑥ 약 성분 안내

3) 일반의약품을 구매, 복용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①  알코올(alcohol) 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부 기침약과 감기약에는 알코올 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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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기 전에 포장이 개봉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만약 약 상자가 뜯겨 있거나 물 약통이 열려있으면, 약사와 상의 후 

완제품을 구매한다. 

③  약품포장과 약 용기에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용량이 없다면, 

약사에게 유소아의 복용가능 여부를 문의 후 사용 한다. 

④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 한다.

⑤ 주의해야 할 음식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을 확인 한다.

라. 교육 참고 내용 1

1) 약(의약품)의 정의 

①  인체에 적용하였을 때,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넓은 의미)

②  약(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건강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좁은 의미)

③  약이란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물질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천연물일 수도 있습니다.)을 말한다.

2) 약(의약품)의 기원

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식물의 잎을 씹거나, 나무껍질이나 뿌리로 차를 끓이거나 식물과 동물의 

성분을 혼합함으로써 어떤 물질, 즉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약으로 

얻었다.

3) 오늘날의 약(의약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약(의약품)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오남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양면성을 지닌 

물질이다.

따라서 질환에 맞게, 정해진 용량ㆍ용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약(의약품) 유해반응 (약의 양면성) 

모든 물질은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아닌 것은 없으며 올바른 용량으로 

사용될 때만이 독이 아닐 수 있다.

약(의약품) 유해반응이란 본래의 약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아닌 다른 

반응을 말한다. 아무리 용량과 용법에 맞게 약을 사용했다고 해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 약(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약(의약품) 유해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약(의약품) 유해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약(의약품)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약(의약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약(의약품) 유해반응의 정의를 “병의 예방, 

진단 또는 생리기능을 위하여 의약품을 인체에 상용량을 투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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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이라고 하였다.

의약품, 의약외품을 사람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주작용(Principal Action)과 반대의 개념으로 

유해여부에 관계없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작용”으로 

나타난 반응을 모두 말하고 있다. 

①  부반응 (Side effect)  

의약품 작용기전(인체에 작용하는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이다.  

예) 항히스타민제 복용 시 졸림. 

②  독성반응(Toxicity effect)  

일반 상용량이나 과용량(용량 부하)에서 발생한다. 용량과 

관계있으므로 용량감소로 해결 가능하다. 

예) 비아그라의 두통 - 용량감소로 해결 가능 

③  과민반응(Hypersensitivity effect)  

특정 환자군에서 상용량 이하에서 발생한다. 증상에 따라 투여하지 

않거나 처치가 필요하다. 

예) 페니실린 항생제의 과민반응 

④  체이적반응(Idiosyncratic effect)  

개체적인 특이반응(유전적 차이)으로 인해 발생한다. 투여하지 

않거나 처치(특이반응 검사, 환자교육)가 필요하다. 

⑤  투약과오(Medication error)  

의료진 및 환자 자신의 비의도적인 실수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 확인 시스템 필요하다. 

⑥  오남용(Misuse & overuse)  

환자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환자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 마약류 남용 

⑦  상호작용(Drug interaction)  

약과 약 간, 약과 음식 간, 약과 개체 간 서로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생리학적, 약리학적, 약동학적 상호작용 등이 있다. 원인에 따라 

해결한다. 

▼  전개

약의 제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교육생 스스로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약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약의 체험 학습을 통해 “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전개

[활동 1]

약의  
종류

-  약의 여러가지 종류(제형별)를 
알려준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이나 먹었던 약, 
혹은 집에 있는 약들의 모양을 
떠올리게 하고 제형별교구와 접목 
교육 흥미를 높인다

-  약의 제형별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제형에 다른 따른 차이점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약은 그 제형 그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시킨다.

-  실물교구를 통해 올바른 약 사용의 
방법과,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교구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게한다.)

-  생활 속에서 약이 사용되는 실례를 
알려준다.

8분

①  약의  
제형별 
교구

②   생활과  
약 
교구 
(제작 
요망)

[활동 2]

소화제의  
원리를  

이해하자

-  1인 자율 실험

-  소화제를 가루약으로 갈아 만들어 
나누어 준다.

-  녹말풀에 소화제를 섞어 저어준다.

☞  실험을 통해서 의약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으로 실험으로 약에 
대한 흥미와 유익성을 알아본다.

☞  잘못 사용했을 때 약의 위해성을 
알려주고 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녹말풀과 소화제 가루약으로 
진행하여 위해성을 없애고 안전성 
있는 실험으로 진행)

10분

① 종이컵

② 녹말풀

③ 소화제

④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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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의 종류』 학습 방법

여러 가지 제형을 보여주고 각 제형의 특징 및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고 직접 

만져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약 조제 시 사용되는 실물 전시로 흥미를 높인다. 

가. 준비물

1) 설명용 교구 판넬 - 1(제형별 약의 종류 교구 판넬)

   

다운로드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aadu.or.kr/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의약품안전교육 

교구 다운로드)

제작 방법

문구점에서 일정 사이즈의 폼보드를 구입(A3이상) ▶ 위 사진을 다운로드 

후 주위의 광고 업체에서 폼보드 사이즈에 맞게 실사 출력 및 부착 의뢰 ▶ 

제형별 실물 약을 본드 및 벨크로를 부착 ▶ 교구 완료

☞ 일정 크기로 만들어 조별로 나누어 주어 교육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주의사항

☞ 크기는  A3이상으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실물 약을 부착하여 교육 중 피교육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한다.

☞ 약 중 냄새가 심하거나 또는 부패가 잘 되는 약은 제외한다.

☞ 교육 중 실제 약을 먹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준다.

☞ 실물 약을 꺼내어 만지거나 한 경우 반드시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한다.

2) 설명용 교구 판넬 - 2(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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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준비물

먹는약 :  시럽, 정제, 캡슐(연질,경질), 츄정(아이들이 먹는 영양제 ex) 
텐텐, 노마)

*  가급적 색이 알록달록한 것으로 준비

먹지않는 약 :  파스, 안약, 반창고, 주사, 에어스프레이파스, 좌약(
해열제)

*  좌약의 경우 왜 먹지 않고 사용하는지 설명

다운로드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aadu.or.kr/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의약품안전교육 

교구 다운로드)

※ 제작방법은 상기 교구 판넬과 동일함.

설명 방법

☞ 제작시 교구 판넬에 벨크로 부드러운 면을 1㎝ 간격으로 붙여 둔다.

☞ 약 준비물의 뒷면에 벨크로의 거친 면을 부착한다.

☞  판넬을 세워두고 피교육생 스스로 나열되어 있는 약을 보면서 붙일 수 

있도록 한다.

※  약을 붙일 때 약의 용도<어디에 사용하는 약인지>를 물어보면서 붙이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주의 : 냄새가 심하거나, 부패의 위험이 있는 약품은 피해 주시기 

바란다.

나. 실물 약품 종류

정제, 가루약, 물약, 연고, 안약, 좌약, 패치, 파스. 흡입제, 등등 

 주의사항

☞ 먹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만진 후에는 물티슈, 손소독제 등으로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육 중 전시자료(약품에 사용하는 물품 및 도구)

약판, 유발, 유봉, 분쇄기, 약 가위, 정제 계수기, 연고곽, 연고칼, 시럽병, 

약봉투, 캡슐 충진판 등

참고사항

☞  체험 학습 중 직업체험 부스가 없는 경우 체험학습 1 “약은 무엇인가”에 

전시용으로 활용한다. 단, 직업 체험 부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체험학습 

1의 전시는 생략한다.

라. 제형별 약의 종류

“제형별 약의 종류” 교구 등을 이용하여 제형에 따른 약에 종류를 

알아보는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1)  정제 :  약이 되는 주성분+ 약이 잘 녹게 도와주는 성분+약이 잘 

뭉쳐지게 하는 성분으로 구성됨

교육방법

☞  정제 복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 한다, 충분한 약의 물과 함께 복용, 

갈거나 부수지 않고 원형으로 복용, 주스 탄산음료 우유와 함께 

먹지 않기 등등

2)  좌약 :  실온에서는 고형이나 항문 등에 삽입하여 체온으로 녹여 약효를 

나타내게 만든 약

교육방법

☞  보관 시 주의 사항 교육: 고온, 직사광선을 피하고 필요시 

냉장보관 등



Chapter 01 약(의약품)은 무엇인가요?

25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

24

3)  패치 : 표면에 약을 묻혀 피부를 통해 침투 하도록 만든 약의 형태

교육방법

☞  사용 시 주의 사항 : 다른 부위에 번갈아 가면서 붙이기. 상처에 

붙이지 않기. 햇볕 피하기

4)  흡입제 :  입이나 코로 흡입하여 공기를 통해 약이 몸으로 들어와 염증을 

가라앉히고 숨쉬기 편하게 도와주는 형태의 약.

교육방법

☞  사용 시 주의 사항 교육: 느낌이 없다고 여러 번 사용하지 않기, 

입안 헹궈내기 등

3. 약의 제형별 종류 및 올바른 사용방법

가. 제형별 약의 종류 학습

1) 정제

-  분말상의 의약품을 작은 원판 모양 등으로 압축하여 

복용하기 쉽게 만든 약

2) 당의정

-  약의 쓴맛, 불쾌한 향을 없애기 위해 설탕으로 표면을 

코팅한 정제

3) 서방정

-  약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약 표면이 특수한 재질로 

코팅된 약으로 약 효과가 오래 지속됨

4) 발포정

-  약을 물에 녹여서 먹는 약으로, 청량감을 주어 약의 

흡수율과 복용의 편리성을 높인 약

5) 트로키제

-  사탕처럼 빨아 먹는 약으로 인후 부위에 약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약

6) 경질 캡슐

-  정제로 만들 수 없는 약을 캡슐에 담아 복용 할 수 

있게 한 약

7) 연질 캡슐

-  위장 장애를 줄이거나 약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액상 형태로 캡슐에 담은 내복약

8) 장용정

-  약들이 위를 통과하는 동안은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코팅을 한 약

9) 환제

-  주로 한약 제제의 경우 맥아나 쌀가루 등으로 작은 

형태의 환으로 빚어 만든 약

10) 산제

-  알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나 약을 빨리 흡수할 목적으로 

갈아 만든 미립자 형태 내복약

11) 츄정

-  알약을 삼키기 힘든 어린이나 어른을 위한 약으로, 

입안에서 씹어서 먹도록 만든 약 

12) 시럽제

-  약간의 단맛을 함유하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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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제 주의사항

☞  사용 시 주의 사항 전달 : 복용 전 충분히 흔들기, 복용 후 물로 입 

헹구기, 다른 약과 복용 시 장시간 섞어 두지 않기 등

시럽제 필수 교육내용

☞  갈색(차광) 용기에 보관된 시럽제는 직사광선에 불안정하니 

보관상의 주의사항 전달

시럽과 현탁액의 차이

☞  시럽제: 약품의 용액에 당류 또는 감미물질을 포함하는 농후한 

액상제제를 넣거나 설탕물이나 과즙에 생약을 우려낸 액을 넣어서 

만든 내복약, 약이 액체에 녹아 있는 상태

☞  현탁액: 작은 알갱이(약)들이 용해되지 않은 채 액체 속에 퍼져있는 

혼합물

나. 제형별 약의 올바른 사용 방법2

① 연고/크림

1)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환부를 흐르는 물에 씻고, 깨끗한 

가제(타월)로 가볍게 닦는다. 

2　  출처 : 식약처 온라인의약 도서관

3)  적당량을 면봉을 이용하여 환부에 

도포한다.

② 패취제

1) 손을 씻는다.

2) patch제제를 개봉한다.

3) 접착보호테이프를 분리시킨다.

4)  patch 끝부분을 피부에 붙이면서 

보호테이프를 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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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tch가 잘 붙도록 가볍게 

문지른다.

주의사항

Transdermal therapeutic system(TTS)는 피부와 TTS제제의 

방출조절막 기능으로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므로 파손된 제품은 

방출조절기능의 파괴로 과량 또는 저용량이 흡수될 수 있어서 

사용을 금한다. 

깨끗하고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필요시 면도) 

많이 움직이는 곳은 혈류량이 불규칙하여 흡수량이 일정치 않고, 

patch제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많다. 

피부자극, 국소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착위치를 바꾼다. 

전신 불량반응 시(특히 nitroglycerin) 약사나 의사와 상의한다. 

③ 점안연고

1) 손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다.

2)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눕는다.

3)  아래 눈꺼풀을 당겨 정해진 용량의 

연고를 넣는다.

4) 비루관을 1분 동안 누른다.

(비루관은 눈물주머니에서 코 쪽으로 

통하는 관으로 눈과 코 사이를 지그시 

눌러준다.)

5)  눈을 깜빡거려 약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

주의사항

점안연고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한다.

한사람에게 사용한 약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약이 아닌 경우 실온 보관 한다.

④ 점이제

1) 손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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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안을 깨끗이 한다.(귀지, 분비물 

제거)

3)  찬 약액은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3분간 손바닥으로 

잡아 체온과 비슷하게 한다.

4-1) 머리를 옆으로 하거나

4-2)  또는 누워서 귀가 위로 향하게 

한다.

5)  지시된 양을 흘러 들어가게 한다.(

직접 고막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6)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5~10

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주의사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귓구멍을 막아서는 

안된다. 

현탁제는 충분히 흔든 후 사용한다. 

서늘한 곳(혹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4. 약의 올바른 복용

가. 용법

용법은 약을 투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여경로, 투여 시간, 투여 횟수 

등이 있다. 

나. 용량

1회 또는 1일에 투여하는 약의 양을 말한다. 환자의 성별, 나이, 체중, 키,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 등에 따라 같은 질환, 같은 약일지라도 용량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처방된 용량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설명을 잘 들은 후 포장지나 

설명서를 참고하여 이에 맞게 사용한다.

다. 제형

약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효과를 높이고, 약 유해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약의 상태를 달리한 것을 말한다. 온 몸에 약 

효과가 필요할 경우 먹는 형태의 약이 적합할 것이고, 눈만 아플 경우는 

안약이 적합할 것이다. 또 빠른 효과를 기대해야할 경우에는 주사제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구약의 경우 정제, 캡슐, 액제 등이 있고 

좌제, 점안제, 점비제, 점이제, 스프레이, 가글 등이 있다. 흡입제의 경우 

정량분무식 흡입제(MDI) 제형, 터부헬러, 디스커스, 네뷸라이저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형별 복약지도를 참고한다.

라. 투여경로

1) 경구약 (내복제)

먹는 약을 말한다. 종류로는 정제, 캡슐 액제 등이 있다.

2) 외용제

먹을 수 없고 우리 몸 바깥에 투여하는 약을 말한다. 연고, 크림, 좌제, 

점안제, 점비제, 외용스프레이, 가글 등이 있다.

점안 : 눈에 넣는 것을 말한다.

점이 : 귀에 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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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비 : 코에 넣는 것을 말한다.

흡입 : 코나 입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외용 : 먹지 않고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는 것을 말한다.

3) 주사제

먹거나 아픈 부위 표면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로 우리 몸 속에 

직접 투여하는 약을 말한다. 주사의 방법은 정맥 주사, 피하 주사, 근육 

주사 등이 있고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슐린 등 

자가 주사 외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투여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 약의 경로 •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약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흡수되고, 

퍼지고, 변화되어서 빠져 

나가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질환이 있는 

부분에서 약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치료가 

된다.

☞  약이 몸 안에 흡수되는 단계 : 흡수

흡수는 약이 몸 속에 들어가서 체내에서 흡수되는 단계를 말한다. (먹는 

약의 경우) 장의 상태나 약의 종류, 음식물 등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름에 잘 녹는 약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과 같이 복용하길 권하는 약도 있고, 흡수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빈 속에 복용을 권하는 약도 있다. 주사제는 장으로 흡수되지 

않고 혈관이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서 약이 퍼지므로 먹는 약보다 흡수가 

빠르다. 연고나 패취제 등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 흡입제의 경우 

기관지를 통해서 흡수된다.

☞ 약이 몸 전체로 퍼지는 단계 : 분포

약이 우리 몸 속에 흡수가 되면 온 몸에 퍼진다. 이를 분포라 한다. 

약이 온 몸에 퍼져야 비로소 약이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몸의 약 2/3은 물 부분이므로 약은 대부분 물 부분에 분포하지만, 약에 

따라서 특정부위에만 분포할 수도 있다. 분포는 약이 단백질과 얼마나 

결합하느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 약이 몸 안에서 변화되는 단계 : 대사

약이 몸 속에 퍼져서 약 그대로 있지 않고 몸 속의 반응에 의해 변화되는 

단계를 대사라고 한다. 어떠한 약은 약효가 없는 성분으로 변환되고, 

일부 약은 변환되어 약효를 나타내기도 한다. 약의 몸 속에서의 

변화는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장기에서도 이루어진다. 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사는 사람별로 차이가 크다. 주로 간기능, 나이, 같이 

드시는 다른 약에 영향을 받게   된다.

☞ 약이 몸 안에서 빠져 나가는 단계 : 배설

배설은 약이 몸 안에서 빠져 나가는 단계를 뜻한다. 소변, 대변, 담즙, 

땀 등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약의 상태와 사람 상태에 따라 

빠져나가는 정도는 달라진다. 담즙으로 배설되는 약은 장에서 재흡수 

되기도 한다.

마. 약의 복용 중 유의사항

1) 약의 복용과 시간

복용 
시간

내용 의약품 예시

공복  
(식전)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공복에 
복용함으로써 약의 흡수도를 
좋게 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복에 
복용한다.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론산나트륨, 
알렌드론산나트륨), 
점막보호제(수크랄페이트), 
과민성대장증후군치료제 
(트리메부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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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시간

내용 의약품 예시

식후

식사에 의해 큰 영향이 없는 
약의 복용법이다. 약은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해야만 
약효를 나타내게 된다. 세끼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하게 
되므로 약을 잊지 않고 
복용토록 유도하여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후에 복용한다.

대부분의 약

식사  
직후

음식물이 있을 경우 흡수가 
잘되거나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 또는 약이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식사 직후 
복용한다.

비만치료제(오를리스타트), 
무좀치료제(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관절염치료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취침 전

일부 약들은 복용 후 졸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면 위험하므로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한다. 
이런 종류의 약을 복용한 
후에는 자동차 운전 등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콧물약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근이완제(에페리손, 
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

2) 올바른 약 복용법

구분 내용

복용 내복약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과 함께 먹는다.(O)

해설

대부분의 약은 물로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됨.

충분한 양(1컵 : 200~250㎖)의 미지근한 물로 복용.

복용 약을 물 이외의 음료수와 함께 먹어도 괜찮다.(X)

해설
흡수율 변화 혹은 상호 작용으로 인해, 효과의 감소 혹은 
부작용의 증가 우려

복용 복용을 잊었을 때, 생각날 때 바로 먹는다.(O)

구분 내용

해설

생각난 때가 복용했어야 한 때와 가까운 경우, 생각 난 즉시 
복용하면 된다.

생각난 때가 복용할 때와 가까운 경우는 복용하지 말고, 다음 
복용할 때에 1회분만 복용.

복용의 누락이 질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복용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먹어도 된다.(X)

해설
증상이 비슷해도 병의 원인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대사기능, 연령, 면역력, 보유중인 질환이 다르므로 약효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의사항

☞ 내가 먹는 약! 올바르게 알고 먹어요!!!,

약 이름과 사용목적

용량/용법 확인(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복용간격, 1일 최대량)

주요 부작용과 대처방법(약알러지, 졸리움, 피부발진,구토,복통, 설사 등)

자주 사용하는 약품의 설명서 읽어보기

보관방법 및 사용기한 확인하기

모든 약은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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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화제의 원리를 알아 보자』학습방법

가. 소그룹 편성하기(모둠학습)

※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이야기 등을 통해 분위기 전환 및 자연스럽게 소그룹을 형성하게 

한다.

Ice breaking
☞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편안한 화제로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푸는 과정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한다. 얼음 깨듯이 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보통 학교에서는 모둠수업이 많아, 모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그 

상태로 진행해도 된다. 또한 아이스 브레이킹은 진행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꼭 필요한 경우 진행하며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다.

Tip.  
☞ Ice breaking 예시

팀 구성 아이스 브레이킹

1)  목적 :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큰 그룹의 주체의식과 결속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2) 그룹의 크기 : 다른 크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

3) 소요 시간 : 

4)  환경 :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접는 의자나 쉽게 옮길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한다.

5) 과정

 가)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참가자를 홀·짝으로 번호를 붙인다.

 나) 홀수끼리 한편으로 모이고 짝수끼리 다른 편에 모인다.

 다)  2인조를 구성하기 위해 홀수들은 짝수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하되 

잘 알지 못하는 상대를 고른다. 먼저 2인조를 구성한 사람들은 

나머지 2인조가 다 구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라)  2인조가 형성된 채로 전체 그룹을 둘로 만들어 방 양편에 나누어 

모인다. 즉 여기서는 두 그룹이 각각 8쌍으로 형성되는 셈이다.

 마)  각 2인조는 맞은편 큰 그룹의 2인조 중에서 어느 2인조를 택하여 4

인조 그룹을 만들 것인가를 의논한다. 이때 그 의논은 3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어느 2인조든지 초대를 받을 땐 응하도록 한다.

 바)  새로 구성된 4인조가 한 자리에 앉는다.

 사)  각 4인조는 다시 다른 4인조를 선택하기 위해 3분 동안 의논을 한다.

 아)  의논 후에 각 4인조는 원하는 4인조를 초청한다. 그 때 초청 받은 4

인조는 거절할 수도 있고 그 후 다른 4인조가 연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8인조가 다 구성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렇게 구성된 8인조들은 이제 일할 준비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그룹들은 2인조에서부터 8인조를 구성하는 과정 동안에 

서로 의논을 통하여 결정하고 상대 팀을 초청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그룹의 주체의식과 결속력이 생겨졌기 

때문이다.

**  적정한 소그룹의 인원이 아닌 경우 (몇십 명) 활동을 하는데 장애를 

느낄 수 있다. 즉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한 Program

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주제를 빠른 시간에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팀구성 방법이다.

나. 소화제의 원리를 알아보기

1) 소화제의 원리

구분 내용 비고

소화효소원리 소화액의 분비를 늘리는 원리

위장관 운동  
촉진원리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액 분비를 
높이는 원리

2) 소화제의 종류

소화제는 제형별로는 액상(드링크류)과 고상(정제 또는 가루약)으로 

나뉘어 있으며, 성분에 따라서는 생약과 합성 화합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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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제의 부작용

①  소화제는 과다 복용 할 경우 소화 불량이나, 변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소화제의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소화제의 장기 복용은 몸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4) 준비물 : 종이컵, 소화제 가루약, 녹말풀, 스틱(설압자 등)

5) 방법

구분 방법

종이컵  
분배

종이컵에 녹말풀을 담는다

Tip :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소화  
가루약  
분배

소화제 가루약을 사전에 스틱포로 포장하여 나누어 주고 
종이컵의 녹말풀에 붓게 한다.

Tip :  소화제의 양은 소화제 두 알을 갈아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적절하다

젓기 설압자 등 스틱으로 서서히 섞게 한다.

결과 보기 녹말풀이 녹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발표하게 한다.

▼  마무리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마

무

리

발표 및  
마무리

-  약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  제형별 교구를 확인시켜준다

-  생활 속의 약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건강에 미치는 약의 중요성 
알려준다.

-  약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요약하여 마무리한다.

3분

①  제형별  
약의 
종류 
판넬

1. 약(의약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약(의약품)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오남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양면성을 지닌 물질이다. 

따라서 질환에 맞게, 정해진 용량ㆍ용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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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의 종류

3. 내가 먹는 약! 올바르게 알고 먹어요!!!,

- 약 이름과 사용목적

- 용량/용법 확인(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복용간격, 1일 최대량)

- 주요 부작용과 대처방법(약 알러지, 졸음, 피부발진, 구토, 복통, 설사 등)

- 자주 사용하는 약품의 설명서 읽어보기

- 보관방법 및 사용기한 확인하기

- 모든 약은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 참고 자료 ]3

• 약의 기원 •
동물들도 병이 생기면 치료본능을 발휘하여 외부의 상처이면 혓바닥으로 

핥고, 속이 거북하면 풀을 뜯어 먹어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아무리 원시시대라고 하여도 질병에 대한 

치료본능이 없었을 리가 없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의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또 자연의 섭리가 먹을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이 생기면 주변의 자연물 가운데 병을 고치는 약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민족이나 약을 처음으로 개발한 약조신(藥祖神)을 가지고 

있지만, 꼭 어느 한 사람이 약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원시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적 직관과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드디어 약의 

체계를 세우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태여 중국 전설의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의  

＜상백초설화 嘗百草說話＞를 빌려올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국조인 환웅(桓

雄)이 이미 ‘신시의학(神市醫學)’을 실천하였고 곰［熊］이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하여 쑥［靈艾］과 마늘［蒜］을 먹게 한 것이 고기(古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다. 고려 말엽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 帝王韻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아예 ‘음약성인신(飮藥成人身)’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 본초학(本草學)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에도 

실려 있지 않은 쑥과 마늘을 우리는 이미 단군 건국시대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의 약이 중국 본초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자체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흘러들어 온 대륙문화를 

받아들여 혼화양성(混和釀成)한 것을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수출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당나라의 왕주(王籌)가 저술한 ≪외태비요방 外台秘

要方≫에 고구려의 약방문인 ≪고려노사방 高麗老師方≫이 인용되어 있고 

≪백제신집방 百濟新集方≫·≪신라법사방 新羅法師方≫ 등의 약방서(藥

方書)도 일본의 ≪의심방 醫心方≫에 인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약학이 발전되어 중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의 약재도 수출되었을 것이고, 약재의 산출지로서 고구려·

백제 및 신라가 중국의 본초서에 올라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교류의 

역사가 모두 산일되어 우리의 문헌으로는 고증할 길이 없고 겨우 중국 및 

3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약”(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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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료에서 찾는 도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스스로의 의약학을 수립하기 위하여 백제 성왕 때에 의박사 

나졸왕유릉타(奈卒王有陵陀)와 채약사(採藥師) 시덕반량풍(施德潘量豊)과 

고덕정유타(固德丁有陀)를 초빙하여 가는 동시에 사신을 백제에 파견하여 

각종 약재를 구해간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써 백제에는 이미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가 분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은 12세기에 의약분업이 되어 있었음을 자랑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룩된 것임을 볼 때 우리의 약학이 얼마나 일찍부터 전문화되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채약사라는 직제는 직명 그대로 채약만을 관장한 것인지, 또는 약초에 관한 

일체를 담당하였지만 그 직무의 중점을 표시하는 뜻으로 채약이라는 직명을 

붙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김두종(金斗鍾)은 ≪한국의학사 韓國醫學史≫

에서 논하고 있다.

원래 약초를 취급할 때는 무엇보다 채집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에 채집의 

시기가 부적당하거나, 채집 뒤의 저장방법이 불완전하면 약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약초에 따라서는 채집할 때에 필요로 하는 채집 부위를 

구별하는 등의 전문지식이 요청된다.

이러한 채약의 직무는 약의 성능 감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며 우리의 채약사가 그와 같은 본초학의 전문가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본초경집주 本草經集註≫나 ≪신수본초 新修本草≫에 고구려와 백제의 

약재가 기재되어 있다. “인삼(人蔘)·금설(金屑)·세신(細辛)·오미자(五

味子)·관동화(款冬花)·곤포(昆布)·여여(茹)·무이(蕪荑)·은설(銀屑)·

백부자(白附子)·오공(蜈蚣)”의 11종이다.

흥미로운 것은 ‘金屑’인데 “凡金屑辟惡而有毒 不鍊服之 殺人 高麗扶南及
西域 外國成器 鍊熟可服”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당시 우리의 약재로는 

초근목피(草根木皮)뿐만 아니라 연금(鍊金)된 금속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연금술이 부남(扶南) 및 서역(西域) 등과 아울러 우수하였다고 

한 것은 연금법이 중국에서는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고구려의 연금법이 

중국에서 전승된 것이 아니라 부남이나 서역, 즉 인도와 이웃했던 지역에서 

발달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되지만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남방산 약재가 신라에 

도입되었으리라는 흔적을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시대의 골품(骨品)의 계층에 따라 사용한 장식품 중에 남방 열대산의 

물품이 많으며 그 중에서 본초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조서(鳥犀)·

자단(紫檀)·침향(沈香)·자(柘)·목숙(苜蓿)’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페르시아·아랍 등과도 당나라가 교역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신라에도 외국산 약재가 전해지고 그런 약품들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외국의 의약지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신라산의 약재로서 중국 및 일본의 문헌에 소개된 것으로는 인삼을 비롯하여 

‘남등근(藍藤根)·대엽조(大葉藻)·곤포(昆布)·백부자(白附子)·토과(土

瓜)·박하(薄荷)·형개(荊芥)·국(菊)·해석류(海石榴)·해홍화(海紅花)·

가자(茄子)·석발(石髮)·해송자(海松子)·도(桃)·진자(榛子)·온눌제(溫肭
臍)·위령선(威靈仙)·신라양지(新羅羊脂)’ 등을 들 수 있다.

신라인삼은 당나라와의 수호적 증품(贈品)으로 중요하였으며, 우황(牛黃)도 

신라산이 인삼과 더불어 외국사절들의 귀중한 증품으로 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 송나라·원나라의 본초학을 도입한 사실은 송나라의 신종(神宗)

이 우리 나라 문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당시 중국의 표준약재라고 볼 

수 있는 약재 100품을 보내오는 동시에 송나라의 의관을 초청하여 우리의 

의약교육에 종사시킨 일들로부터 알 수 있다.

또, 송나라가 중국의 본초학서를 고려의 간행본에서 구해간 사실을 보아도 

당시의 우리 나라 본초학의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본초학이란 오늘날의 약학(藥物學)을 뜻한다.

송나라·원나라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아랍(大食國)의 약재인 ‘몰약(沒藥)·

유향(乳香)·용연향(龍涎香)·소합향유(蘇合香油)·목향(木香)·정향(丁香)·

안식향(安息香)’ 등이 고려에 도입된 사실 및 ≪회회약방 回回藥方≫ 36권이 

도래되었던 사실로 보아 우리의 본초학이 아랍 약학기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을 융합시켜 우리에게 

알맞는 약학을 이룩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고려 고유의 약학은 ≪향약고방 鄕藥古方≫·≪고전록험방 古傳錄驗方

≫·≪향약구급방≫ 등으로 취합, 간행하였으나 모두 산일되어 찾을 길이 

없고 겨우 조선시대에 복간된 ≪향약구급방≫이 그나마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것의 영인본으로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향약이란 우리 고장에서 

산출되고 우리가 개발한 약재라는 뜻으로 약의 자주성을 나타낸 말이다.

≪향약구급방≫ 방중향약목(方中鄕藥目)에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향약 170

여 종이 수재되어 성상 및 채취법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약명이 

이두로 병기되어 있음은 우리의 고유 본초학 발전사상 획기적인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향약본초학이 세종의 향약정책에 의하여 한동안 

크게 발전하였으나 연산군 이후부터 향약을 버리고 사대적인 외래약재［唐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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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를 숭상하는 바람에 쇠퇴하게 되었다.

• 약의 개설(槪說) •
우리 나라는 약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공약품·농약·

화약·구두약 등도 약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약품에 국한하여 

논하기로 한다.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약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이란 투여를 받은 사람의 생리상태 또는 병적 

상태를 수정 또는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약사법 藥師法＞의 제2조 제4항을 보면 “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대한약전 大韓藥典

≫에 수재된 것, ②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가 아닌 것, ③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은 제외한다)”으로 되어 있다.

가. 약은 본질적 특성

①  약은 물질이며 초근목피 등 자연물로 되어 있는 생약(生藥)·

합성화학약품·생물학적 약품 등 종류가 많다.

②  약은 생리활성(生理活性)을 지니고 있다. 생체기능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 즉 병이 생겼을 때, 생체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다.

③  유용성과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화(財貨)이므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약의 상품성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성이 지나치면 의료의 본질을 

저해하므로 약의 상품성을 되도록 극소화시키는 것이 의료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나. 건강과 질병의 정의

생체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질적(器質的)으로나 기능적으로 

정상이며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하여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이며, 그렇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생체반응을 나타낼 때에 병이 

생겼다고 한다. 즉, 생활기능이 원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가 

건강이며, 그렇지 못할 때가 병이다.

다. 질병의 원인

병이 생기는 원인은 주인(主因)과 유인(誘因)이 있는데, 주인은 병 

발생의 불가결한 원인이며, 유인은 보조적인 구실을 하는 원인이며 

주로 과로·영양실조·스트레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무리 주인이 

있더라도 몸의 저항력이 튼튼하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

발병의 원인은 또 내인(內因)과 외인(外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인은 체내에 구비되어 있는 발병 요인이며 유전적인 것이 많다. 또, 

성(性)·연령·영양 상태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생긴 체질·면역성·

저항력 등이 문제가 된다.

외인으로는 ① 병원체(病原體)：기생충·세균 및 기타 병이 생기게 

하는 미생물, ② 화학적 작용：유독성 물질, 생리적인 화학물질이라도 

지나치게 많을 때, ③ 물리적 작용：기계적·온열적(溫熱的)·광학적 

또는 전기적 자극, 기압변동, 방사선 등, ④ 영양섭취의 장해：기아·

영양실조(영양부족도 있고 영양과잉도 있으며 요사이는 후자가 많음)·

비만증·특수미량 영양소의 결핍 등, ⑤ 정신적 작용：노심초사·

스트레스·좌절감 등, ⑥ 원인불명 또는 불확실한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복잡다기하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없애 주거나 경감시키는 대증요법(對症療法)

만이 약요법의 전부가 아니며 대증요법은 때로는 병의 진단을 그릇되게 

하거나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병이 생긴 원인을 따져서 치료를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

그러나 대증요법, 예컨대 진통·진경(鎭痙)·진정·최면·해열·

강심·흥분 및 각성·이뇨·건위장·최토(催吐)·진토(鎭吐)·설사·

설사멈춤·이담(利膽)·거담(去痰)·진해·발한(發汗)·지혈·혈압강하 

등으로 우선 급한 증상을 끄면서 원인요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라. 질병의 치료법

병의 치료법으로는 약요법이 전부는 아니다. 병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생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능력이며, 

자연치유능력이 병의 약 75％를 고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병이 생겼을 때에는 자연치유능력을 북돋워주기 위해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약을 잘못 사용하면 

자연치유능력을 손상시켜서 고칠 수 있는 병을 못고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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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약요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예방요법, ② 보충요법, ③ 체질개선요법, ④ 유도요법(誘導療法)： 

피부·폐·위장·신장 등으로 체내의 노폐물 또는 독소를 배설시키는 

방법, ⑤ 보호 및 단련요법 등이다.

또, 시술방법에 따라 치료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약요법,  

② 식사요법, ③ 이학적 요법(理學的療法)：광선·전기·적외선·

방사선·초단파·사우나 등, ④ 온천·기후요법：온천 또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전지하여 치료하는 법, ⑤ 기술요법：수술·수혈·

수액·물리치료 등, ⑥ 정신요법：진정제·수면제·암시요법 등에 

의하여 정신을 안정시키는 요법이다.

마. 약의 남용과 오용

1) 오용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약을 사용하거나 지시사항을 무시하여 사용 

하는 행위. 

2) 남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약 

을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의존

어떤 약을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에 의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상태. 커피, 담배 같은 기호품 등의 정신적 의존과 모르핀, 

대마초 등 그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 증상(禁斷症狀)이 나타나는 

신체적인 상태

4)중독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약의 남용과 오용이 범람하고 있으며 더욱이 

습관성 의약품 또는 각성제·마약 등의 중독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약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성물질이며 그 독성을 

역이용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반대로 현대 의약품은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나치게 

겁을 내는 나머지, 일체 현대의약품의 사용을 기피하고, 민간약이나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그것만을 사용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연요법이나 식약일체(食藥一

體)의 요법도 올바른 현대적 치료체계하에서 함께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약의 근대화 역사 •
그러나 생소한 서양의술과 양약에 대한 인식이 급작스럽게 높아진 계기는 

1884년 10월 17일에 우정국 낙성연에서 발단된 이른바 갑신정변이 도화선이 

되었다. 자객의 습격으로 인상(刃傷)을 입은 금위대장 민영익(閔泳翊)을 미국 

공사관 소속의 선교사인 알렌(Allen,H.N.)이 치료하여 성공적으로 생명을 

구해낸 것이 계기가 되어, 갑신정변은 서양의술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듬해인 1885년에 정부는 한성북부의 재동(齋洞)에 왕립병원인 광혜원

(廣惠院)을 설치하여 알렌으로 하여금 원장이 되어 운영하게 하고, 약품과 

의료기계는 국비로 미국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한·미 양국간의 

공적인 의약품거래의 효시가 된다(광혜원은 얼마 안 가서 제중원으로 

개칭되었다).

이보다 몇 해 앞선 1897년에 지석영(池錫永)이 부산에 있는 일본 제생병원

(濟生病院)에 가서 2개월간 우두종법(牛痘種法)을 실습받고, 그 해 12월에 

충주군 덕산면(德山面)에서 40여 명에게 종두를 실시한 것이 우리 나라에서 

공적으로 종두를 실시한 최초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정약용이 1835년에 중국에서 전래된 ≪우두종법서 牛痘

種法書≫를 입수하여 그 방법을 배워서 종두를 실험하였으나 비공식적인 

것에 그치고 널리 유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석영보다 빨랐으나 우두종법 

실시와 우두묘(牛痘苗) 제조의 시초라고 내세우지 않고 있다.

지석영은 1880년에 수호사(修好使)의 수행원으로 일본 동경에 가서 내무부 

소속 위생국의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에서 두묘의 제조법을 습득하고 

돌아왔으니 우리 나라의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 제조의 시초가 된 것이다.

1895년 6월 22일에 개화당의 새로운 정부가 성립되면서 이른바 갑오경장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체제를 근대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약관계의 제도도 개혁되기 시작하여 약제사(藥劑師)·약제관(藥劑官)·

약제사(藥劑士)·제약사(製藥師) 등의 직명이 생겨났다. “제약사는 각양(各

樣) 약료(藥料)를 검사하며, 제약법과 화약법(化藥法)을 습득하게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까지에는 허다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으니 약 관계의 전문직 명칭만 보더라도 약제사·

약제관·약제사(藥劑士)·제약사·제약관 등이 있었고, 의약품의 분류도 

양약(洋藥)과 한약(韓藥), 양약과 토약(土藥), 서약(西藥)과 한약(漢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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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다루는 업소도 양약국(洋藥局), 한약국(漢藥局)·양약소(洋藥所)·

한약소(漢藥所)·약포(藥鋪)·약관(藥館)·약방(藥房) 등으로 잡다하였다.

1899년 7월 6일자 ≪황성신문 皇城新聞≫ 152호에 “관리병원을 설시하고 

빈궁자를 의치(醫治)하였는데 6월삭(朔) 병자 중 양약 시치수(試治數) 515

인, 한약(韓藥) 시치수 230인”이라는 대목이 있음을 보아 당시의 양약 

보급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910년에 현대 약학교육을 실시하는 약학과(藥學科)의 설치가 대한의원(大韓

醫院)에 부설되었고 교육연한 3년으로 졸업 후 약학진사(藥學進士)의 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약학과는 유산이 되고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약학교육을 받고 돌아온 유세환(劉世煥)이라는 약제사가 있어 

대한의원 교수 및 의관(醫官)까지 지냈으나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하자 

깨끗이 관직에서 물러나 서울 종로3가에서 인수당약국(仁壽堂藥局)이라는 

우리의 최초의 약사 약국을 열고 약사 본연의 천직을 지키다가 1917년에 

죽은 선구자가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일본에 병탄당하자 점차 일본제 매약이 우리 나라를 휩쓸게 되어 약업 

모리배들의 시장으로 변하면서 우리 나라의 양약의 발전이 시작되게 된다.

당시의 일본인의 ≪약제지 藥劑誌≫라는 약업관계 전문지에 “약종매약영약 

(藥種賣藥營藥)은 무제재(無制裁)이며, 매약(賣藥)은 인지불용(印紙不用)

이고, 청매(請賣)·행상(行商) 모두 무감찰(無鑑札)·조제(調劑)까지도 

면장불용(免狀不用)이며……소매(小賣)는 모두 정가(定價)의 2 할증판매(割增

販賣)이다. 한국부인(韓國婦人)의 묘령자(妙齡者)는 외출(外出)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약품(外國藥品)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인용매약

(婦人用賣藥)은 무망(無望)이고, 일반적으로 한국인(韓國人)에게 맞는 매약

(賣藥)은 위병약(胃病藥)·독약(毒藥)·훈독약(薰毒藥)·생식기약(生殖器

藥)·안병약(眼病藥)·임병약(淋病藥)·기부약(氣附藥：기절에서 깨어나는 

약)·하제(下劑)·담해약(痰咳藥)·외용고약(外用膏藥) 등이며, 모두 병에 

담아 외부로 보아 환약(丸藥)인지 산약(散藥)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도 당시 약업의 난맥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약종상·약방·매약청매상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양약을 취급하였고, 드디어 민병호(閔並浩)가 우리 나라 최초로 1897년에 

양약에 의한 제약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화약품주식회사의 활명수(活命水)이다.

이어서 이경봉(李庚鳳)의 제생당약방(濟生堂藥房)이 생겨서 청심보명단(淸

心保命丹)을 개발하여 당시 일본에서 들어와 판을 치던 인단(仁丹)과 경쟁을 

벌여 인기를 끌었다. 이응선(李應善)의 화평당약방(和平堂藥房)이 팔보단(八

寶丹)·자양환(滋養丸)·태양조경환(胎養調經丸)·회생수(回生水)·소생단

(蘇生丹)·하리산(下痢散)·급체쾌통산(急滯快通散) 등의 가정용 매약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어서 천일약방(天一藥房)이 1913년 설립되어 가전(家傳) 비방이던 됴고약

(趙膏藥)을 중심으로 한방 고방(古方)을 매약으로 만들어 크게 발전하였고, 

조선매약사(朝鮮賣藥社)는 영신환(靈神丸)·사향소합환(麝香蘇合丸)·

우황청심환(牛黃淸心丸)·포룡환(抱龍丸)·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조경종옥환(調經種玉丸)·칠제향부환(七製香附丸) 등의 매약으로 크게 

성공하였는데, 영신환은 날로 수요가 늘어서 드디어는 중국·만주에까지 

대량 수출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매약류 또는 미국의 매약까지 겹쳐서 한때 매약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매약, 그나마도 한방 고방을 매약화한 진부한 

것만으로는 제약계를 끌어나갈 수 없었던 까닭에 점차 현대의약품인 신약(

新藥)을 미국·영국·스위스·독일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약업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선구적 존재가 유일한(柳一韓)의 유한양행(柳韓洋行)이었으며, 수없이 

많은 품목에서 성공한 가운데 인류 최초의 화학요법제(化學療法劑)인 

프론토질을 일본보다 앞서서 도입하여 제조한 것은 탁월한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학요법제를 국내에서 합성한 제약회사의 효시가 1929

년 전용순(全用淳)에 의하여 설립된 금강제약사(金剛製藥社)이며, 스스로의 

연구진을 동원하여 606호라고 불리던 매독특효약이던 살바르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본 통치하의 우리 제약계는 크게 발전을 못하고 명맥을 이어오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은 세계수준의 

제약공업국가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의 개발에 의해서 이룩된 약품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창제(創製)한 약이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또한 세종의 향약정책의 뜻을 오늘날 

되살리는 것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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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학습 교안 2

▼ 학습주제 : 약(의약품)의 사용기한과 보관

▼ 학습목표 :    약의 사용기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약의 올바른 보관 및 관리 
방법을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동기유발

-  약 샘플을 나누어 주고 케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질문(사용기한 상관없음)

- 약 케이스별 기재사항을 확인시킨다.

- 학습목표를 인지시킨다.

3분
①  약 케이스  

1인1개

전개

약의 사용
기한

-  약의 종류별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배분 
(사용기한이 지난 것과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섞어서 분배)

-  약 케이스에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발표

-  약의 사용기한이란?

-  약의 사용기한 확인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약의 사용기한 확인방법 배워보기 

- 사용기간 지난 약의 폐해를 설명

5분
①  사용 기한이 

다른 약샘플

약의  
보관법 

-  가정에서 약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발표하게 
한다.

-  약의 종류별 보관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OX
퀴즈를 한다.

-  OX퀴즈 정답확인을 통해 보관방법과 
사용기한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려준다.

-  약의 종류별 실물을 통해 보관의 중요성과 보관 

방법을 알아본다. 

-  약의 보관에 대한 발표에 올바른 점과 올바르지 
않은 점을 알아본다(질문을 통해) 보관방법 판넬 
교구를 통해 올바른 보관방법을 알려준다.

-  약의 실물을 통해 사용기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약의 케이스를 보고 약 이름, 성상, 용량, 효능, 
효과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지에 적어본다

5분

①  보관방법 
판넬교구

②  약의 사용 

기한과 방법 
OX 퀴즈 
문답지

③  약 종류별 
실물

포장  
용기의  

차이점과 
이유

- 포장용기 별 차이를 알아본다.

- 포장용기 별 보관법 및 주의사항

-  안전용기가 오남용 예방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5분
①  포장용기 

(안전 용기)
별 약샘플

마무리
발표 및  
마무리

-  판넬 교구를 통해 교육내용을 복습한다.

-  발표 내용과 교육내용을 종합하여 학습목표를 
확인시킨다.

7분

①  약의 사용 
기한별 판넬 
교구

②  보관 방법 
판넬 교구

25분

▼  도입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동기유발

-  약 샘플을 나누어 주고 케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질문(사용기한 
상관없음)

- 약 케이스별 기재사항을 확인시킨다.

- 학습목표를 인지시킨다.

3분
①  약 

케이스  
1인1개

▼ 학습주제 : 약(의약품)을 바르게 먹는다.

▼ 학습목표 :  약의 사용기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약의 올바른 보관 및 관리 
방법을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1. 동기 유발을 위한 도입
※ (체험)실물을 통한 체험 및 학습 주제와 목표의 동기 유도

가. 준비 단계
① 의약품 케이스, 용기, 설명서 등을 해당 인원 이상의 수량을 준비한다.

의약품 케이스 의약품 용기 의약품 설명서

② 피교육생들에게 인원수 이상의 케이스와 용기, 설명서를 나누어준다.

③  피교육생들에게 케이스, 용기, 설명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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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나누어 준 교구의 내용들에 대해 질문 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케이스, 용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 중 중복된 항목이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 의약품의 기본 구성을 이해한다.

☞  왜 내용이 용기 및 설명서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나. 의약품의 기본 구성

구성 예시 비고

의약품

포장지 또는 용기

의약품 설명서

다. 포장지, 용기 설명서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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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료 약품의 분량

② 성상

③ 효능 효과

④ 용법 용량

⑤ 사용상 주의사항

⑥ 저장방법

⑦ 포장 단위

 

교육 방법

☞ 각 항목별로 피교육생이 찾아 발표하게 한다.(항목별 내용을 읽게 한다.)

☞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통해 피교육생들이 발표하게 한다.

☞ 각 항목별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부주의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인다.

라. 항목별 내용4

구분 설명 비고

원료 
약품
의 

분량

주성분으로 표기된 성분은 직접효능, 효과를 나타내며 하나의 

의약품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다. 주성분 외에 

첨가되는 성분들은 주로 안정화, 착색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에 

첨가한다.

성상
의약품 외관상의 형태 및 모습 등을 알려주며 의약품이 표기된 

내용과 다를 경우 의약품에 이상이 있거나 변질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효능

효과

해당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사항이다. 때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표기된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용법 
용량

표기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증상에 따라 기재된 용법 

용량대로 사용하되,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출처 : 식약처 온라인의약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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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비고

사용상 

주의
사항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경고 :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경우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의약품 사용 시 치명적인 위험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의약품 사용 시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해당 환자 중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상 반응 : 사용 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서부터 드물게 

나타나는 반응까지 표기되어 있다. 사용 시 신중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반응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  일반적 주의 :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때 숙지하고 지켜야 할 

내용들이다.

저장
방법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최적의 보관 조건을 의미한다.

표장
단위

해당 제품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 시판되고 있는 단위를 

나타낸다.

ex) 60㎖, 180㎖, 315㎖라고 표시된 경우, 해당 단위로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진다는 의미

▼  전개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전개

약의 

사용기한

-  약의 종류별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배분 
(사용기한이 지난 것과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섞어서 분배)

-  약 케이스에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발표

-  약의 사용기한이란?

-  약의 사용기한 확인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약의 사용기한 확인방법 배워보기 

- 사용기간 지난 약의 폐해를 설명

5분

①  사용 
기한이 
다른 
약샘플

약의  
보관법 

-  가정에서 약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발표하게 한다.

-  약의 종류별 보관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OX퀴즈를 한다.

-  OX퀴즈 정답확인을 통해 보관방법과 
사용기한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려준다.

-  약의 종류별 실물을 통해 보관의 
중요성과 보관 방법을 알아본다. 

-  약의 보관에 대한 발표에 올바른 점과 
올바르지 않은 점을 알아본다(질문을 
통해) 보관방법 판넬 교구를 통해 
올바른 보관방법을 알려준다.

-  약의 실물을 통해 사용기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약의 케이스를 보고 약 이름, 성상, 
용량, 효능, 효과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지에 적어본다

5분

①  보관방법 
판넬교구

②  약의 사용 
기한과 
방법 OX 
퀴즈 
문답지

③  약 종류별 
실물

포장  
용기의  
차이점
과 이유

- 포장용기 별 차이를 알아본다.

- 포장용기 별 보관법 및 주의사항

-  안전용기가 오남용 예방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5분

①  포장용기 
(안전 
용기)별 
약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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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의 사용기한

가. 사용기한의 정의
주로 상품 따위에서, 그 상품의 효력이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유사 단어와의 차이점

☞ 유통기간(流通期間) : 상품이 유통과정을 거치는 기간

유통기간은 상품의 유통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기한과는 별개의 기간이다.

☞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 상품 등의 저장 수명

사용기한과 뜻이 같으며, 제조사별로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등으로 
표기된다.

나. 의약품의 사용기한

1)  의약품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먹는 제품이므로 각 의약품별로 
사용기한이 있다.

2)  의약품은 각 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
유효기한』등이 표기되어 있다.

3)  의약품의 사용기한 
의약품에 대한 효과 효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의약품의 사용기한 이후의 복용 시 주의사항 
의약품이 변질 또는 탈색되어 본래의 성분 변화 및 기전 변화로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 및 효능 효과가 저하된다.

5)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 사례

포장케이스 사용기한 용기의 사용기한 병기류 사용기한

연고류 사용기한 케이스 밑 사용기한 PTP 사용기한

6) 의약품의 사용기한

통상 의약품은 완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2년~3년 
단, 특별한 성상 및 성분, 상태의 경우 사용기한이 달라진다.

다. 의약품의 표준 사용기한(통상적인 사용기한)5

구분 사용기한 비고 및 예시

통약
완제품

개봉 후
 1년

소분 6개월

조제약
알약 2개월(약에 

따라 다름)

처방일수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가루약 1개월(약에 
따라 다름)

처방일수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

5　※ USP 미국 약사회 실무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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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기한 비고 및 예시

시럽제

시럽

완제품
개봉 후 
20일

처방일수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

소분 14일~28일 처방일수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

혼합 14일(2주) 처방일수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

건조시럽

특정 시럽은 7일

14일(2주)

안약 등
개봉 후 
28일

연고
완제품

개봉 후 
6개월

소분 1개월

한약 3개월

 주의사항

☞  사용기한 내에도 보관 및 환경 등에 따라 의약품의 성상, 상태 등이 
변했을 경우 복용하면 안됨.

교육내용

☞  의약품별로 사용기한이 다르므로, 항상 의약품 구매 후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사용기한

1)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주의사항

☞  사용기한 미기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켜 준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를 위해 개봉된 의약품으로, 각각의 
사용기한이 다르고 또 수천가지에 달하여 부득이하게 사용기한이 미 
기재됨.

☞  처방전 조제 의약품은 약국에서 사용기한을 관리하므로, 사용기한이 
절대 지난 경우가 없음을 필히 알려 준다.

☞  처방전 조제 의약품은 조제 이 후 처방전에 따른 일정 기간(처방 
일수) 동안 복용하는 것을 강조 한다.(예외: 처방의 별도지시 있을 시)

2)  처방전 조제 의약품은 조제 후 처방 내용<용법, 용량, 기간>에 맞춰 
복용하고, 복용일자 이 후에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 후 복용 한다.

3)  처방전 조제 의약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증상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치료 후 남은 
조제약은 폐기하도록 한다. 
(예외 : 처방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마.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약품의 복용 가능 기간

구분 조제 상황 복용가능기간

알약

-  개봉하지 않은 약통 그대로 
받은 경우

-  원래 약통 자체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개봉한 약통의 밀폐 기능에 
물리적 변화가 없는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미국약전) 

-  약통에서 개봉된 다른 약통에 
처방된 약의 수량대로 담아준 
경우

-  원래 약통의 사용기한이 6
개월 이상 남은 경우

-  담아준 약통의 밀폐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조제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미국약전에 근거한 
미국약사회 실무지침) 

포장이 PTP 
경우

- PTP 포장 그대로 받은 경우  포장 케이스에 기재된 
사용기한까지 사용가능

-  PTP 포장 알약을 개봉하여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처방일수에 따라 
사용기한으로 판단하여 
복용하되, 별도의 
지시가 있더라도 
조제일로부터 2개월(6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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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제 상황 복용가능기간

시럽제

-  원통의 밀폐된 시럽제(물약)
를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시럽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 내용을 
확인)

-  원통의 시럽제에서 다른 
시럽통에 처방 용량만큼 
담아준 경우 

조제일로부터 14~ 28
일 이내   
(단, 시럽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 내용을 
확인) 

-  2개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다른 시럽통에 1
개에 처방 용량만큼 담아준 
경우

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  가루약을 물에 탄 
건조시럽제를 조제 받은 경우

! 주의 !
-  오구멘틴 항생제 시럽의 경우  

냉장보관 기준으로 
일주일까지 보관 가능  

-  포리부틴 건조시럽 경우  
상온에서 15일까지 보관 가능 

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가루약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확인)

연고

-  연고 케이스 그대로 또는 
연고 원통을 그대로 받은 
경우

- 밀폐상태가 양호한 경우
-  연고 원통의 사용기한이 6

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개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공기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항상 
밀폐여부 확인) 

-  연고류 원통에서 처방 
용량만큼 조제용 연고곽에 
담아 준 경우

조제일로부터 1개월 
(30일)이내  
(미국약전) 

구분 조제 상황 복용가능기간

가루약

-  정제 알약 등을 분쇄하여 가루약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한 경우 

! 주의 !

-  정제 등을 가루약으로 분쇄 한 
경우 공기와 접촉이 많아 변질될 
우려가 높이므로, 정제로 조제 
처방 받을 때보다 사용기한이 
짧아지게 됨.

-  정제 종류에 따라 사용기한이 1
개월 이하로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제처방 받았던 약국에 
필히 사용기한 문의 요망.

조제일로부터 1개월 
(30일)이내
* 처방일수를 
사용기한으로 보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

안약, 안연고

-  안약 자체에 보존제가 함유 
된 경우

! 주의 !
-  1회용 안약을 제외한 

원통으로 나오는 안약은 주요 
성분 외에 보존제나 첨가물이 
들어 있음

-  렌즈 착용자는 보존제나 
첨가물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용하기 바람.

개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안약에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은 1회용 안약의 경우 사용 즉시 폐기 

참고사항

☞  주사제 조제 처방된 약의 사용기한 
IV(정맥주사용) 혹은 주사제 bag(영양제나 수액 등) 의  경우 개봉 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 한다. 

3. 의약품의 보관

가. 일반 가정에서의 의약품의 보관 사례 발표(질문)

1)  병의원에서 처방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가정에서 어떻게 보관 하고 
있는지 발표해 보세요.

2)  가정에서 일반 의약품을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약을 보관하고 있는지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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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또는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발표해 보세요.

교육 방법

☞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보관 사례를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 
의약품 보관이 왜 중요한가 하는 학습 목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관심을 갖게 한다.

나. 가정 내 의약품 보관 실태조사6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300가구(보관 실태는 100
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가정 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소재 10가구 중 7가구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4년간(2001~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164건)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고 유발 품목으로 의약품이 37.8%(62
건)로 가장 많았으며, 세정제 및 탈취제 16.5%(27건), 가정용 살충제 
10.4%(17건), 화장품 9.1%(15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1.0%의 가구는 2004년 8월 1일 사용 중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보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1)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 방치하고 있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가 72.0%(7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 보관장소(복수응답) : 거실의 서랍장 및 장식장 39.0%(39가구), 
주방의 냉장고36.0%(36가구), 침실의 화장대 및 서랍장 31.0%(31
가구), 주방 싱크대 및 싱크대 위 서랍장 16.0%(16가구) 등 
또한, 어린이들의 접근이 쉬운 식탁 위나 거실 탁자 위에 의약품을 
방치하고 있는 가구도 43.0%(43가구)에 달해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05년 5월 13일,  “의약품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조사”

2)  38.0% 가구, 사용기한 경과한 의약품 보관하고 있어

조사대상 가구 중 77.0%(77가구)가 사용기한 확인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1개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도 38.0%(3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 8. 1. 사용중지 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보관여부를 
조사한 결과, 11.0%(11가구)가 8개 품목 12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PPA성분 함유 감기약 보관 실태 : 콘택600(3가구), 무스콜(2가구), 
화콜골드(2가구) 등

3) 처방조제약, 재사용 및 본인 이외의 사용으로 약화사고 발생 우려 커

처방조제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으로 처방에 
따라 모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병의 증상이 개선되어 더 이상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의약품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구의 42.0%(42가구)가 처방조제약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44.0%(132명)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조제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처방조제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증상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10명 중 2명 의약품 과다 복용한 적 있어

조사대상자의 68.3%(205명)가 의약품에 대한 대략의 정보만을 안 
상태에서 의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24.7%(74명)는 증상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의약품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의 사용기한 확인여부 : 매번 확인한다 30.0%(90명),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7.0%(51명)

※  용도(효능)를 알 수 없는 의약품의 처리방법 : 버린다 61.3%(184명), 
약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한다 19.3%(58명), 그냥 보관한다 
12.7%(38명), 그냥 사용한다 6.7%(20명)

※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버린다 53.3%(160명),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28.7%(86명), 그냥 
사용한다 18.0%(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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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당부

☞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의약품을 보관해 줄 것과 무분별한 약의 사용은 부작용(약화 사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 했다.

※  본 출처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의약품 보관 관련 실태조사의 마지막 
자료로 부득이하게 연수가 많이 지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설문 및 모니터링을 통한 
행동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가정에서의 의약품 보관 OX 퀴즈

구분 내용

1

문제 포장용기와 사용설명서와 약품을 같이 보관한다.

정답 O

해설
만약 포장용기나 사용설명서가 없다면 사용기한과 무슨 
약인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문제 복용하기 간편한 PTP 포장의 알약은 미리 모두 꺼내어 
보관해도 상관없다.

정답 X 

해설
포장용기는 제약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보관 상태를 고려하여 
제조된 것으로, 원래 포장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만일 포장을 개봉하면 사용기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문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약품을 보관한다.

정답 X 약을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해설 약을 보관할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문제 아이가 아플 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약을 주면 될까요?

정답 X

해설

안돼요! 애완동물과 사람은 몸의 크기도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 약을 먹으면 안되요. 따라서 약을 보관할 
때는 애완동물의 약과 사람이 먹는 약을 구분하고 애완동물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보관하도록 해요.

5

문제 캡슐로 된 약을 먹는데 삼키기 어려우면 캡슐을 깨서 먹으면 
될까요?

정답 X

해설
안돼요! 약이 캡슐에 넣어져있는 이유는 다양한데 캡슐이 
안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삼키기 어려울 때는 약사님한테 조언을 구해요.

구분 내용

6

문제 패치제제의 의약품(파스)은 오래 붙이고 있을수록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 X

해설
아니에요! 파스는 일정한 시간 이상 붙이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파스는 다양한 알러지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해요.

7

문제 약은 반드시 식후에 먹는다.

정답 X

해설 약은 효능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전 복용 또는 취침 전 복용 
등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필히 약사님에게 문의하세요.

8

문제 어린 아이가 발목이 삐었는데, 할머니가 본인이 쓰는 파스를 
붙여 주었어요.

정답 X

해설 파스는 종류별로 나이 제한 등이 있어 어른과 어린이가 붙일 
수 있는 파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9

문제 상처에 바르는 연고는 자주 발라야 상처가 빨리 낫는다.

정답 X

해설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상처 연고도 권장된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바르거나 ,지나치게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 지극을 주어 부작용이 생기거나 오히려 약이 잘 
듣지 않는 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10

문제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정답 X 약국 및 지역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통에 별도로 분리 
폐기해야 합니다.

해설

사용(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확인할 수 없는 약 등 가정에서 
버려야 할 의약품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 내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합니다

Tip.  
☞ OX 퀴즈을 위해 OX판을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좋음.

☞ OX 퀴즈 내용을 그림판으로 응용하면 더욱 좋음.

☞ 스티커를 활용하여 퀴즈를 재미있게 풀면 더욱 좋음.

☞ 간단한 이벤트 상품(비타민 등)을 준비하면 더욱 신나게 할 수 있음.

☞ 퀴즈 문제는 질문을 약간씩 바꿔서 O를 X로, X를 O로 질문해도 좋다.

ex: 문제 10. 먹다 남은 약은 약국에 가져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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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 종류별 보관방법7

의약품은 생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성분의 분해 등으로 원치 않는 
분해산물을 생성하거나 함량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효능과 효과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 조건 및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의약품의 표장용기, 설명서 등에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의 보관 조건은 일반적으로 “실온 보관 의약품”, “냉장 보관 의약품”, 
“냉동 보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

의약품의 포장 용기, 설명서 등에 저장방법(저장 온도 등) 및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조건에 따라 저장 시 사용기간 내 
의약품의 안전성이 확보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저장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하도록 
이해시킨다.

종류별 보관방법 예시 사례

정제

(알약)

-  습기가 없는 장소 
원래의 의약품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직사광선은 피한다. 
알약이 들어있는 병이 햇빛을 
받으면 병 안쪽으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산제

(가루약)

-  대부분의 가루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된 것으로, 정제(
알약)보다 사용(유효)기간이 짧다

-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  냉장, 냉동고 및 욕실 선반 등은 
피해야 한다. 
※  단, 사용설명서에 의약품의 

효능 등과 관계있어 『
저장방법』에 냉장 보관으로 
표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  색깔이 변했거나 굳었다면 
폐기해야 한다.

7　 출처 : 식약처 온라인의약 도서관

종류별 보관방법 예시 사례

액제

(시럽제)

-  사용설명서의 『저장방법』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실온에 
보관한다.

-  복용전 반드시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한다.

-  항생제 시럽 중에서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것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좌약

-  개봉한 즉시 사용한다.
-  좌약은 체온에서 녹기 쉽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사광선이나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점안, 점이
제(안약, 
귀약)

-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혼자 사용하는 경우라도 병, 튜브 
등의 끝이 눈 또는 귀에 닿지 
않도록 한다.

기타(흡입
제, 주사

제)

-  천식에 사용하는 여러 흡입제는 
직사광선, 열, 습기 있는곳(냉장고 
등)을 피해 실온에 보관해야 한다.

-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주사제는 
개봉 전 까지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개봉 이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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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을 부수거나 가루로 만들면 안된다.

구분 내용

일반제제

알약으로 만들어진 약물은 그대로 복용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부득이하게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루약으로 가능한 의약품인지 확인한다.

서방정 제제

서방정 제제는 유효성분의 방출 속도, 방출시간, 
방출부위를 조절하는 제제로, 체내에서 의약품의 
유효성분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 진 약이다.
이를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면 갑자기 너무 많은 
유효성분이 방출되어 과량을 복용한 것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방정은 부수거나 가루로 
복용해서는 안된다.
※ 서방정 제제는 서방정, SR, OR, CR, CD, XR 등으로 
표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장용정 제제 장용성 제제는 장에서 흡수되도록 위산에서부터 보호하는 
제제로서 부수거나 가루로 복용해서는 안된다.

바. 의약품 보관 시 주의사항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사용기한이 
줄어들 수 있다.

외관의 변화가 없더라도 약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NO 주의사항

1 의약품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저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2 의약품의 겉포장(용기 또는 포장)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보관한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설명서에 쓰여있는 『성상』과 
다를 경우 변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 후 이용한다.
ex)  성상에 “흰색의 겔”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가 색상이 

바뀌어 있거나, 상태가 굳어 있는 경우

사. 약의 케이스를 보고 기록해 보기

1). 방법

①  약의 빈 케이스에 스폰지 등을 채워 투명 테이프로 붙이고 약 케이스 
형태로 만든 뒤, 다량의 수량을 준비한다.

② 기록지를 나누어 준다

③ 개별적으로 약의 케이스를 하나씩 고르게 한다.

④ 기록지에 적혀있는 항목을 약 케이스를 보고 적게 한다.

⑤ 대표적으로 한 두명의 학생에게 적었던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2) 기록 서식
약 케이스 확인학습 (실습)

구 분 확 인 내 용

약 이름

약의 성상

약의 용량

약의 효능효과



Chapter 02 약(의약품)의 사용기한과 보관

75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

74

 4. 의약품의 포장 용기의 차이점과 이유

가. 의약품의 포장8

의약품 용기를 보면 포장부터 색깔, 재질이 제각각이다. 어떤 약은 하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고, 어떤 약은 어두운 갈색 유리병에 담겨있다. 또한 
반짝이는 판에 여러 개가 나란히 담겨 있는 약들도 있다. 똑같은 플라스틱 
용기도 모양이나 재질이 조금씩 다르고, 똑같은 알루미늄 판도 반짝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의약품 용기의 
모양새나 성질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약들의 포장이 다른 까닭은 보관 환경이 모두 달라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약품은 각자 고유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약은 
직사광선에 쉽게 변하고, 어떤 약은 습기나 열에 약하다. 같은 분야의 
의약품이라고 해도 성분에 따라서 취약점이 다 다른 것이다. 때문에 열에 
약한 약들은 단열 성질의 포장을, 빛에 약한 약들은 차광 성질의 포장을 
하여 약의 변질을 막는다. 의약품의 독특한 포장은 모두 의약품 보존의 
고민의 결과인 셈이다. 

모든 의약업체는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시험 검사를 통해 
보관조건을 결정하고 관리법을 만든다. 더불어 보관 장소의 온도와 습도, 
판매 기간,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까지도 시험연구를 통해 산출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포장용기나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표시된다. 
의약품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고 안전하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뜯는 재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블리스터 포장 

뜯을 때마다 경쾌한 소리를 내는 판자 모양의 약품 용기는 모두에게 익숙할 
것이다. 이것은 정제나 캡슐을 담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블리스터(
또는 PTP: Press through pack) 포장이다. 이 포장은 한 번에 사용할 양 
만큼만 개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 방법이다. 특히 개별 밀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습기와 열에 약한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용기 뒷면이 알루미늄 재질인 포장도 있는데, 이 알루미늄 재질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 장치 역할을 한다. 블리스터 포장은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고, 습기와 온도, 빛에 의한 변색과 변질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블리스터 포장 의약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 만큼만 개봉해서 투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8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처 “열린마루”, 2016년 9월호

나. 의약품의 용기 종류

종류별 내용 비고

일반 용기로, 가장 많이 쓰는 
용기이다.

내부에 습기 제거를 위한 건조제가 
들어 있다.

내부에 들어있는 건조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안전용기1

누구나 쉽게 용기를 열지 못하도록 
뚜껑을 안전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한 용기이다.

안전용기 2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한 
안전뚜껑 용기 타입이다.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설명서 
분실을 예방하는 타입이다.

용기 중 뚜껑에 건조제가 붙어있는 
타입

건조제의 섭취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자체 뚜껑에 건조제가 부착되어 
있다.

건조제 부착 타입으로 뚜껑 밑에 
사전 개방을 방지하는 방지 턱이 
부착되어 있다.

의약품 안전 보관 타입 용기

의약품의 보관 중 파손 등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뚜껑에 
공간을 확보하여 내부의 의약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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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기의 종류

1)  밀폐용기(密閉容器) : 고체형태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의약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이다.

ex) 과립제, 산제(가루약), 정제, 좌제, 캅셀제, 트로키제, 환제 

2)  기밀용기(氣密容器) : 액체상태 및 고체형태로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의약품을 손실, 풍화, 조해,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 기밀용기는 밀폐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  과립제, 로오숀제, 산제(가루약), 시럽제, 안연고제, 액제, 엑기스제, 
엘릭실제, 연고제, 점안제, 정제, 좌제, 카타플라스마제, 캅셀제, 
트로키제, 환제 

3)  밀봉용기(密封容器) :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이다.

ex) 주사제 

4)  차광용기(遮光容器) :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거나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 광선(자외선)에 약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병 색깔을 
갈색으로 한 용기이다. 

5)  차광기밀용기 : 마시는, 액제 우황청심원의 병처럼 갈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차광용기와 기밀용기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용기 

6)  차광밀봉용기 : 갈색 앰플로 된 주사약처럼 차광용기와 
밀봉용기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용기이다.

교육 내용

☞  종류별 용기를 피교육생에게 분배하여 스스로 뚜껑을 열어보거나, 
뚜껑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의약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을 인식 시킨다.

☞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 방지를 위한 용기 및 케이스 제작의 의미를 
알린다.

☞ 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

라. 의약품 용기별 종류 체험하기

흡입제 흡입제 코막힘

 주의사항

☞ 용기는 사용 전 일회용 알코올로 닦은 후 사용한다.

☞ 종류별 용기는 반드시 약제가 없는 빈 케이스를 사용한다.

☞ 사용되었던 용기는 절대 피하고, 신규 제작되어 약제를 넣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다.

☞ 사용한 용기는 반드시 세척한다.

마. 의약품의 보관 시 주의사항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사용기한이 
줄어들 수 있다.

외관의 변화가 없더라도 약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NO 주의사항

1 의약품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저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2 의약품의 겉포장(용기 또는 포장)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보관한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설명서에 쓰여있는 
『성상』과 다를 경우 변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 후 
이용한다.
ex)  성상에 “흰색의 겔”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가 색상이 

바뀌어 있거나, 상태가 굳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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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약(의약품)의  

올바른 복용과 용법, 용량

▼  마무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마

무

리

발표 및  
마무리

-  판넬 교구를 통해 교육내용을 
복습한다.

-  발표 내용과 교육내용을 종합하여 
학습목표를 확인시킨다.

7분

①  약의 사용 
기한별 
판넬 교구

②  보관 방법 
판넬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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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약 
복용 사례를 제시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4분
①  잘못된 

복용사례 
(판넬교구)

▼ 학습주제 : 약(의약품)의 올바른 복용과 용법, 용량

▼ 학습목표 :  약의 올바른 복용법과 용법 용량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알아보고, 올바른 약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질문을 통한 동기 유발 

가. 개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잘못된 의약품 복용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 

어떠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이후 진행될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시 한번 의약품 복용 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나. 질문 내용

구분 내용 비고

1

질
문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에 목감기로 조제받은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 물을 가지러 복도 끝 
정수기까지 가기 힘들어서 우유로 약을 먹으려 해요. 

해
설

대부분의 약은 우유와 복용하면, 붕해 속도와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일부 약은 우유와 복용하면 
몸에 흡수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약은 
물로 복용했을 때, 최대의 약효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만들어집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학습 교안 3

▼ 학습주제 : 약(의약품)의 올바른 복용과 용법, 용량

▼ 학습목표 :  약의 올바른 복용법과 용법 용량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알아보고, 올바른 약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약 복용 사례를 

제시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4분

①  잘못된 
복용사례 
(판넬교구)

전개

붕해도 실험

- 조별 구성 

-  붕해도 실험기구 준비 및 실험 전 

유의사항 안내 

-  조별 붕해도 실험 실시 

액체 종류에 따른 붕해도 

정제와 서방정제의 붕해도 비교

-  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알려 준다

- 서방정의 붕해도 실험

- 서방정의 올바른 복용방법

6분

①  붕해도 

실험교구 

(조별세트)

음식에  

의한 약의 

변화 실험

-  조별 실험 실시 

차 속의 탄닌에 의한 액상철분제의 변화

약 설명서 

보기 

-  각 조마다 4-5종류의 약 설명서를 나누어 

주고,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린이가 

복용해도 되는 약과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을 구분

올바르게 

약먹기

-  약의 올바른 복용의 중요성을 약효와 

유해반응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설명한다.

- 물약과 가루약 먹는 방법

- 정확한 물약 따라보기

- 용법, 용량의 중요성

- 적정용량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4분

①  물약 종류별 

실물

②  종류별 스푼

③  용법, 용량 

내용별 확인 

판넬교구

마무리
발표 및  

마무리

-  도입에서 제시한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약 복용 사례”에서 각 사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3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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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2

질
문

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이 있어요. 오늘 내 몸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고 
하니,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하루 세 번 
먹어야 하는 약을 두 번 만 먹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
설

약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도 몸에 나쁘지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항생제는 정해진 치료기간동안 
정해진 양만큼 먹어야 치료도 되고, 내성도 덜 
생깁니다. 

3

질
문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콧물이 
자꾸 나와서 콧물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등이 가려워서 엄마와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려고 다녀왔어요. 약 개수가 많아지겠지만, 
콧물과 가려움을 함께 치료해야 하니 두가지 약을 
함께 먹어야 겠어요.

해
설

콧물약과 가려움에 먹는 약은 함께 먹을 경우 
졸림현상과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질
문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자꾸 나와서 
진료받고 약도 받았어요. 이번 약은 다른 때 약보다 
많이 써서 약 먹는 것이 힘들다고 했더니, 아빠가 
초콜렛을 사다주시면서, 약 먹고 바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해
설

초콜릿에 포함된 카페인은 감기약 복용 시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구토와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고 
감기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잠이 잘 오지 않고 
심장이 빨리 뒤고 신경이 과민해 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질
문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서랍 속에서 며칠 전 엄마가 
먹었던 두통약을 먹게 했어요.

해
설

-  어른과 어린이는 먹는 약의 종류 ,용량 ,용법이 
의약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안전한 약이 어린이에겐 용량이 많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어른 약을 복용 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6

질
문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먼지도 많고 땀도 많이 흘렸는지 눈에 쓰리고 
갑갑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며 가방에서 
안약을 꺼내어 눈에 넣어보라고 주었어요.

해
설

-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약은 나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나이, 성별, 인종, 건강상태, 
질병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특히 안약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세균을 전파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오용 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중요 요소(용법, 용량, 

약끼리의 상호작용, 약과 음식의 관계, 어린이약과 어른 약, 나의 약과 

남의 약 등 6개의 요소에 맞게 재구성 한다.

교육 방법

☞  질문 형식이 OX형식을 구성되어 있으나, 단순한 퀴즈 형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피교육생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과 함께 답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  답변과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문에 대한 맞고 틀린 점을 설명하고 

피교육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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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의 중요성10

약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약효도 제대로 나타나고, 유해반응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약을 잘못 사용하면, 약효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유해반응도 생길 수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은 약이 오히려 몸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가. 의약품의 유해반응이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 중에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사례 

☞ Type A 유해반응 :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의해 발생

☞ Type B 유해반응 : 환자의 개인력 특성에 의해 발생 

나. 의약품의 유해반응의 종류

① 부반응 (Side effect) 

약물 작용기전(인체에 작용하는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이 반응은 예측하거나 예방이 가능하며 발생 시 해결하면서 약물의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예) 항히스타민제 복용 시 졸림

사례 

☞  감기약을 먹는 경우 약의 성분상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운전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약 중에서는 콧물약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향정신성 

의약품, 항불안약, 진정제,근이완제,마약성 진통제 

1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의약도서관/유해반응이란?, 

② 독성반응(Toxicity effect) 

일반 상용량이나 과용량에서 발생하며 용량과 관계있으므로 용량 

감소로 해결 가능하다.

예) 비아그라의 두통 - 용량감소로 해결가능 

사례 

☞  두통으로 몸이 아픈 경우 흔히 먹는 타이레놀 등의 두통약을 

용법 용량에 맞지 않게 과량으로 먹을 경우, 효능 효과 보다는 

구역,구토, 위통, 간독성의 부작용 우려가 증가 합니다.

③ 과민반응(Hypersensitivity effect) 

특정 환자군에서 상용량 이하에서 발생하며 증상에 따라 투여하지 

않거나 처치가 필요하다.

예) 페니실린 항생제의 과민반응

사례 

☞  병원에서 주사약을 사용하기 전 일정량의 소량을 사전에 

투여하여 과민 반응 증상을 확인 후 주사약을 투여하는 과정

④ 투약과오(Medication error) 

의료진 및 환자 자신의 비의도적인 실수로 발생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5-10%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 확인 시스템 필요하다.

사례 

☞  머리가 아파서 진료 후 처방전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질병에 재차 병원을 찾아 처방전 약을 받아 중복으로 복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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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약물오남용

◆  약물의 오용(Misuse) : 약물을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의사나 약사의 지시와 달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약물을 잘못 사용한 경우)

◆  약물의 남용(Abuse) : 약물을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를 위한 

용도로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이는 환자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례 

☞ 수면제 1알은 효과가 떨어져서 한번에 2~3알씩 먹었다. (남용)

☞  항생제가 처방된 감기약을 증상이 좋아져서 증도에 그만 먹었다.

(오용)

☞  친구가 먹는 감기약을 증상에 비슷해서 나도 나누어 먹었다. 

(오용)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남용)

☞ 배가 아파서 임의로 집에 있는 진통제를 찾아 먹었다.(오용)

⑥ 상호 작용(Drug interaction) 

약물과 약물, 약물과 음식, 약물과 개체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생리학적, 약리학적, 약동학적 상호작용 등이 있으며, 원인에 따라 

해결한다. 

참고자료

☞ 약물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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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약물과 약물

1.  약물대사효소관련 아졸계항진균제,마크로라이드항생제+

스타틴류 혈중농도상승,횡문근융해증

2.  조영제(요오드계조영제울트라비스트)+혈당강하제(메트포민) 

신기능저하로 메트포민혈중농도상승,유산산증유발 /CT혹은 

혈관조형술 실시 48시간전에 투여중단.

3.  실데나필+질산염PDE5(phosphodiesterase5-Cgmp

농도증가)억제하여 nitric oxide의 혈관확장작용증가, 급격한 

혈압강하유발.

4.케토롤락+NSAIDS 위장관부작용증가, 위궤양, 출혈, 천공유발.

참고사항11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  다른 사람의 약을 마음대로 복용하면 안된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해야 한다.

-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의약품 이름, 모양,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약의 모양과 색이 비슷하더라도 성분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투여용량을 확인해야한다. 

액상제제의 투여용량은 계량스푼, 계량컵을 이용해서 용량을 

확인하고, 투여용량을 의사,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조절하면 안된다.

-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사용방법을 확인한다. 

약의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사용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다.

-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사용시간을 확인한다. 

정해진 시간에 의약품을 사용해야 약효가 유지되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난다.

11

[참고자료]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중요 요소

1. 용법

2. 용량(1회복용량/1일 복용횟수/치료기간, 과량/부족량)

3. 약물 간 상호작용

4. 약과 음식의 관계

5. 어린이 약과 어른 약

6. 나의 약과 남의 약

11　출처 :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의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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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전개

붕해도 

실험

- 조별 구성 

-  붕해도 실험기구 준비 및 실험 
전 유의사항 안내 

-  조별 붕해도 실험 실시 
액체 종류에 따른 붕해도 
정제와 서방정제의 붕해도 비교

-  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알려 준다

- 서방정의 붕해도 실험

- 서방정의 올바른 복용방법

6분
①  붕해도 

실험교구 
(조별세트)

음식에  
의한 약의 
변화 실험

-  조별 실험 실시 
차 속의 탄닌에 의한 
액상철분제의 변화

약 설명서 
보기 

-  각 조마다 4-5종류의 약 
설명서를 나누어 주고,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린이가 
복용해도 되는 약과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을 구분

올바르게 

약먹기

-  약의 올바른 복용의 중요성을 
약효와 유해반응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설명한다.

- 물약과 가루약 먹는 방법

- 정확한 물약 따라보기

- 용법, 용량의 중요성

- 적정용량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4분

①  물약 
종류별 
실물

②  종류별 
스푼

③  용법, 용량 
내용별 
확인 
판넬교구

2. 붕해도 실험

가. 조별 구성

아이스 브레이킹을 활용하여 그룹을 인원에 맞춰 4~6그룹으로 편성한다.

※  학교 내 모둠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진행 한다.(교육전 준비)

※  조별 인원수는 10명 이내로 편성하여 실험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아이스 브레이킹 : 체험학습 제 1장 본론편 소그룹 편성하기 참조.

Tip.  
☞ 간단한 조별 편성 방법

가위바위보

-  바로 옆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구분한다.

-  이긴 사람들끼리 두명씩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과 진 

사람으로 구분한다.

- 진 사람들끼리도 위와 같이 반복한다.

- 가위바위보 한번 : 2팀 편성, 가위바위보 두 번 : 4팀 편성

☞  학급에서 하는 경우는 책상 배치를 분임토의식 배치로 자연스럽게 

조편성이 이루어진도록 한다.

☞  야외의 경우 사전에 조별 책상을 준비하여 피교육생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조 편성을 완료 할 수도 있다.

나. 붕해도 시험 - 1 (일반적인 붕해도)

1) 붕해도란?

붕해도는 의약품의 분해 기능을 동일조건에서 정제 또는 과립의 붕해 

상황 및 시간 등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일반 물(H2O)에서와 기타 

액체에서 정제의 붕해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다.12

참고사항12 

☞ 약학에서의 붕해 정의

<약학> 고형(固形) 제제가 시험액 중에서 소실되거나 대한 약전에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는 현상. 활성 성분의 완전한 용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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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물

실험용 비이커 2개 핀셋, 또는 포셉 2개 실험용 정제 2정 이상

①  비이커 : 용량에 상관없이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비이커 두 

개 준비

② 핀셋 : 정제 및 붕해도 실험체를 집을 수 있는 도구

③  실험용 정제 : 붕해도 실험에 사용할 의약품 정제 또는 고체형 

실험체

※ 실험용 액체로 물과 음료(탄산수 또는 우유)를 사용한다.

※  그룹으로 할 경우 그룹별 비이커와 핀셋을 준비하여 피교육생 

스스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실험 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인 후 진행한다. 

Tip.  
☞  실험용 액체 중  물은 피교육생의 신뢰도를 위해 생수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수를 사용 하며, 비교할  액체는 가급적 

투명도가 높은 용액을 사용하여 내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실험용 정제를 넣을 때 피교육생 2명에게 각각 핀셋을 사용하여 

직접 실험에 참가하게 하는 것도 좋다. 투입 시 동일 시간에 

비이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한다.

☞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조건의 용액을 사용한다.

Tip.  
☞ 붕해도 실험 동영상

유튜브 “Ultracet ER 붕해도 실험”

https://www.youtube.com/watch?v=T1oaZg7I7DE

 주의사항

☞  실험 중 폴리글러브을 사용하거나, 실험용 정제를 넣을 때는 

핀셋을 사용하며, 최대한 맨 손으로 진행하는 것은 삼간다.

☞  실험 후 피교육생에게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등에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실험용 액체와 약은 실험 전이라도 마시지 않도록 한다.  

☞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조건의 용액을 사용한다.

3) 붕해도 실험 후 결과 발표하기

①  붕해도 실험 후 실험 결과에 대하여 조별로 대표자 1인이 발표하도록 

한다.

② 조별 발표 후 실험 결과에 따라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대해 설명한다.

4) 붕해도 실험과 의약품의 복용과 물

①  약을 먹을 때는 충분한 양의 물, 즉 1컵(240cc) 정도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제를 먹을 경우 물의 양이 많을수록 약의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

②  물 없이 복용하는 경우, 자칫 약의 성분에 따라서 약이 식도에 

잔류하면서 식도를 자극, 식도궤양이 생길 수 있다.

③  가급적 따뜻한 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찬물로 복용을 하면 

위 점막의 흡수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차나 커피 등의 음료수로 약을 먹어서는 안된다. 가령 차나 음료수 

중에는 탄닌이란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탄닌은 약물을 흡착하여 

효과를 떨어뜨린다. 사이다 콜라 같은 발포성 음료수의 탄산가스가 

위장 벽을 자극하여 위장장해의 위험이 더 커지므로 약은 물로만 

먹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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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사항13

☞ 탄닌(타닌)[tannin ] : 공식명칭-타닌 

식물에 널리 분포하며 수용성으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시키는 

작용이 있어, 가죽을 무두질하는데 이용되는 물질. 미각세포에 

대해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수렴성이 강한 떫은맛을 느끼게 한다. 

차, 포도주, 감의 떫은맛은 탄닌에 의한 것이다. 화학적으로는 

폴리페놀을 기본구조로 하며, 폴리페놀옥시다아제에 의해 쉽게 

산화, 중합하여 착색물질을 생성한다. 철이온과 반응하여 흑색의 

탄닌철을 만든다.

다. 붕해도 실험 - 2 (정제와 서방정제)

1) 정제와 서방정제의 붕해도의 차이

동일성분(아세트아미노펜)의 정제와 서방형 제제를 동량의 물을 담은 

비이커에 동시에 떨어뜨린 후 붕해되는 차이를 관찰한다.

2) 준비물

①  비이커 :  용량에 상관없이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비이커 두 

개 준비

② 핀셋 : 정제 및 붕해도 실험체를 집을 수 있는 도구

③ 실험용 정제 : 붕해도 실험에 사용할 정제와 서방정제 샘플

④ 물

13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탄닌(타닌) [tannin] (영양학사전, 1998. 3. 15., 아카데미서적)

3) 서방정 실험 그림14

 

14　 출처 :서울시 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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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실험관찰 후 붕해되는 차이를 발표하게 하고 제형에 다른 올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서방정은 자르거나 부수지 않고 ①원형대로 복용하는 것 

②복용시간의 중요성 ③만 12세 미만의 경우엔 복용하지 않는 

연령금기 약 임을 교육한다.

3. 음식에 의한 약의 변화 

가. 약과 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차 속의 탄닌과 빈혈약 속의 철 이온이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

준비물 실험 결과

나. 준비물

①  비이커, 시험관 : 용량에 상관없이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비이커와 시험관 각각 두 개 준비

②  스포이드 : 액상의 철분약을 일정량 빨아올려 다른 용기로 옮길 수 

있는 도구

③ 시험관대: 시험관을 거치할 수 있는 지지대

④ 철분제: 액상의 철분제

교육방법

☞  실험관찰 후 물과 녹차에서 철분제의 반응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약의 종류에 따라 물 이외의 음료와 복용 했을 때 약효에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4. 올바른 복용법

가. 올바른 약 먹기15

1) 물약과 가루약 먹는 방법

“우유와 함께 먹여도 될까요?”, “먹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로 

뱉는데...”, “식후복용으로 되어 있어 그대 로 먹였더니 토하고 나서 먹지 

않는데 어떻게...” 등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는 보호자들이 

많다.

소아는 저항력이 약해서 쉽게 병에 걸리는 반면, 쓴 맛의 약 먹기를 

거부하거나 억지로 먹여도 토해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콩팥의 

약물대사 능력이 낮아서 적은 양의 약물로도 쉽게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소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병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약의 

복용법을 알아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복용횟수와 시간 

하루 3~4번의 정확한 복용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어른들의 경우에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아는 약을 복용시키는 보호자와 소아자신의 생활리듬을 

고려해 복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 소아는 위장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아 구토를 잘 일으키고 

식후에는 배가 불러 약 먹기를 거부하므로 식사 직전에 먹이는 것이 

좋으며 자극성이 강한 약일 경우에는 약 먹은 후에 우유를 먹이도록 

한다.

15　  출처 : 파주보건소 홈페이지/예방의약 및 감염병/약과 건강/의약품복용법/약복용법-어린이약먹이기 

(https://clinic.paju.go.kr/clinic/clinic_04/clinic_04_09/clinic_04_09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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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형별 복용법

① 가루약(※산제) 복용법 

-  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흔히들 가루약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루약은 정제(알약)나 캅셀 약처럼 위장에서 녹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며 환자의 나이 증상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가루약을 일부러 

피할 이유는 없다.

-  미리 물을 입에 머금은 후 가루약을 먹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목이 

메이거나 하지 않게 된다.

-  맛이 몹시 쓰거나 냄새가 역하여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루를 싸서 

먹는 오부라이트나 캅셀에 넣어서 먹도록 한다.

-  변질되기 쉬우므로 약의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따뜻한 곳, 

습기가 많은 곳, 직사광선이 드는 곳을 피해야하며, 약을 먹을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먹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참고사항

☞ 유아 가루약 먹이기 

가루약은 쓴맛과 나쁜 냄새 때문에 그냥 먹이기는 어렵다. 유아의 

경우에는 소량의 물에 개어 젖꼭지에 발라서 먹이거나 입 윗 

천정에 바르고 물을 먹인다. 또한  목이 마를 때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과립제 복용법 

가루 분말보다는 크지만 좁쌀보다 작은 입자형태로 먹기가 쉽고 

가루약처럼 날리거나 입속이나 포장지에 달라붙는 일이 없어서 

편리하다. 과립제의 대표적인 경우는 한약엑기스제이다.

그리고 과립제의 가공방법에 따라서 약이 위에서 녹지 않고 소장에서 

녹도록 과립의 겉을 특수처리 한 것도 있다. 약을 먹을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먹도록 한다.

과립의 표면을 특수 처리한 것은 씹어서 먹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는 약사가 미리 씹지 말고 복용할 것을 지시하므로 복용지도에 

따른다.

③ 건조시럽제 복용법 

건조시럽제는 복용할 때에 물에 녹여서 먹게끔 만든 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어린이 항생제 시럽이 건조시럽으로 제품화되어 

나오고 있다.

1회 분량의 약을 적당한 양의 물에 잘 저어서 녹인 후 복용한다.

병단위 포장으로 된 건조시럽은 약사의 지시 또는 약품 설명서에 적힌 

양대로 정확히 눈금을 맞춰 물을 붓고 잘 흔들어 약을 잘 녹게 한 뒤 

지시된 1회 분량만큼을 먹도록 한다.

 주의사항

☞  병에 든 항생제 건조시럽(예:'오구멘틴'건조시럽)이 투약이 끝난 

뒤에도 남았을 경우에는 약에 따라 사용기한과 보관온도가 

다르므로 복용가능 여부룰 약사와 반드시 상의한다.

☞ 체험지도안 2 ‘약의 사용기한’ 참조

④ 액제(시럽제) 먹이기 

-  감기 에 먹는 시럽제의 경우, 증상에 따라 다른 약을 섞어 먹이는 

경우 먹이기 전에 흔들어서 약이 충분하게 섞이도록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흔들면 거품 때문에 정확한 양을 재기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또 대부분의 시럽제는 감미료와 방향료가 들어있어 맛이 좋으므로 

어른들이 없을 때 어린이가 전부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냉장고에 보존할 때에는 

종이봉지 같은 데에 넣어 잘 보이지 않게 숨겨 두도록 한다.

 주의사항

☞시럽제, 물약 복용법 

복용하기 전에 병을 잘 흔들어서 동봉된 계량컵이나 계량숟가락 

등에 지시된만큼 정확히 용량을 부은 후 먹도록 한다. (※본론 4

항 참조)

사용 후에는 뚜껑을 잘 닫고(촛농으로 밀봉하면 좋다) 냉장고같은 

냉암소(冷暗所)에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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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유아 정제와 캅셀제 먹이기 

정제나 캅셀제는 입안이나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물을 

미리 머금게 하여 약을 먹이고, 삼키고 나서도 물을 많이 먹이는 

것이 좋다.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본인이 삼킬 수 있다 하더라도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유아 좌제 사용법 

변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제를 사용하면 변과 좌제가 함께 

배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배변 후에 굵은 쪽부터 항문 

깊숙이 넣어 준다.

좌제는 사용 후 15분이 지나야 녹으며 충분히 삽입한 것 같아도 

수 분 후 항문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있으며 나이가 든 아이는 

이물감 때문에 꺼내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삽입한 후 15분 정도는 

어른이 지켜보아야 한다.

☞어린이 일반 정제 복용법 

충분한 물로써 약을 먹도록 한다. 단 정제의 표면을 특수 

처리하여 약이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도록금 만든 약 

('장용피정'이라고 부른다)을 먹을 경우에는 절대로 씹어서 

먹으면 안된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복용한 약이 위에서 녹게 

되면서 의도한 약효가 제대로 나지 않게 된다.

많이 알려진 소화제인 '훼스탈포르테'정과 변비에 먹는 '

둘코락스에스'정이 바로 장용피(腸溶皮)정이다.

☞어린이 트로키제 복용법 

입안의 점막 염증이나 인후두부의 염증 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침으로 녹여서 복용하는 약이 트로키제이다.

침으로 녹여서 입안에 될 수 있는 한 입안에 오래 머금도록 한다. 

씹거나 삼켜서는 안된다.

☞어린이 발포(發泡)정 복용법 

내복하는 발포정은 물에 녹여서 녹인 약물을 마시도록 한다. 

(외용으로 쓰이는 발포정도 있다)

그 밖에 소아는 피부 흡수력이 강하므로 연고제는 과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약을 넣는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잡고서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눈을 여는 순간에 넣도록 한다.

나. 약의 복용의 기본사항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로 먹도록 한다.

대부분의 약은 물로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충분한 양(1컵; 200~250ml)의 미지근한 물로 복용한다.

2) 약을 물 이외의 음료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변화 혹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의 감소 혹은 부작용의 증가 

우려가 있다.

3) 복용을 잊었을 때, 대처 방법

생각난 때가 복용했어야 한 때와 가까운 경우, 생각 난 즉시 복용하면 

된다.

생각난 때가 다음 복용할 때와 가까운 경우는 복용하지 말고, 다음 

복용할 때에 1회분만 복용한다.

복용의 누락이 질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4)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증상의 비슷해도 병의 원인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대사기능, 연령, 

보유중인 질환이 다르므로 약효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다. 약과 음식16

1) 천식, 관절염, 통증약

①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알부테롤, 

클렌부테롤, 테오필린 등 기관지 확장제는 초콜릿, 커피와 같이 

카페인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를 함께 복용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시켜 흥분, 불안, 심박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6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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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통, 근육통, 치통 등에 사용하는 아스피린, 피록시캄, 이부프로펜 

등 진통소염제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장장애가 나타날 때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③  또한 복합진통제나 감기약의 경우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등과 함께 복용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심혈관계 질환 약물

①  고혈압이나 심부전등에 사용하는 칸데사르탄, 발사르탄, 텔미사르탄 

등 복용으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나나, 오렌지, 

매실, 녹황색채소 등 칼륨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②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 고지혈증 약물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자몽주스가 해당약물의 체내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통풍, 골다공증약

①  통풍은 요산이 과다 생성되거나 배설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고기나 등푸른 생선, 멸치, 시금치 등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②  특히 효모가 들어있는 맥주나 막걸리 같은 곡주에는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맥주 등 알코올 

음료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③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등 골다공증치료제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 

식도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④  또한 커피 등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음료는 신장에서 칼슘배설을 

증가시키며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뼈에서 칼슘을 배출시키므로 골다공증 환자는 이들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복약 안내서 : 의약품과 식품 병용 시 

상호작용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사·약사의 복약 

안내에 대한 표준화와 환자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피하는 복약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는 e-book으로도 제공된다.

라. 약의 복용과 시간

1) 식후 복용

① 『식후 복용』란, 식사가 끝나고 바로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식후 복용』과 『식후 즉시 복용』은 다른 의미이다.

③  식사 후 바로 약을 복용 하면, 위(胃)에서 있는 음식물과 섞여서 같이 

소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위(胃)에서 흡수하여 약의 효능 

및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 위(胃)에서 흡수되지 않고 음식물과 함께 

소장으로 이동하여 약의 효능 및 효과가 저하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④  식사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위(胃)에서 음식물의 

소화가 이루어져 소장으로 지나가고 난 후, 약을 복용하게 되어 약의 

흡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식사 후 시간이 지나고 위(胃)에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胃)에서 소화를 위해 분비하는 위액의 양이 줄기 때문에 위액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⑥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위의 혈액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의 성분이 혈액을 통해 운반되기 쉬워진다.

2) 식전 복용

『식전 복용』 지시가 있을 경우, 식사하기 최소 30분 전에 복용한다.

ex) 식전 복용 약 : 구토억제제, 식욕촉진제, 제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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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간 복용

『식간 복용』 지시가 있는 경우, 식사와 다음 식사 시간 사이에 

복용하라는 뜻이다.

시간을 정확히 따질 필요는 없다. 『식간』이란, 식사를 끝낸 후 약 2~3

시간 후가 적당하다.

ex) 식간 복용 약 : 스맥타 등

4) 취침 전 복용 

『취침 전 복용』은 잠자리 시간과 연관 짓지 말고, 저녁 9~10시 사이에 

약을 복용하면 좋다.

5. 어린이 약 복용

가. 어린이 약 복용 방법

1) 알약 또는 캡슐제 

정제나 캡슐제는 어느정도 자란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다. 이 때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물과 함께 전체를 삼켜야 한다. 

특히 우유, 분유, 오렌지 주스, 탄산음료 등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2) 경구 외 투여 (먹는 방법 외) 

아이들의 눈, 귀, 코를 통해 약을 투여할 때는 아이의 협조를 얻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성인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눈, 귀, 코를 통한 투약이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영아나 어린 아이는 머리를 고정하고 어느정도 

자란 아이에게는 자세한 설명과 지도가 중요하다.

3) 귀약(사전 손씻기) 

점이약은 귀에 흘려 넣는 물약이다. 투여하는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4) 눈 약(눈물 약)(사전 손씻기) 

점안제는 눈에 투여하는 물약입니다.

*  검지와 엄지를 이용하여 아래 눈꺼풀을 살며시 집어서 아래로 끌어 

내려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지시된 방울 수만큼 이 주머니에 

떨어뜨린다. 이 때 눈에 직접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삽화)

*  안연고제는 사용 시 일시적으로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주로 취침 전 

사용)

5) 피부에 바르는 약(사전 손씻기)

피부 외용제는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연고, 크림, 젤, 로션, 액체와 

에어로졸제가 

포함 된다. 

연고를 짜서 손(면봉)으로 바르는 그림(o), 연고로 직접 피부에 바르는 

그림(x)

나. 어린이 약 잘 먹이는 요령

1) 약을 토하면 즉시 다시 먹여야 한다.

부모들은 아기가 토하느라 고생했다고 생각해 조금 있다 먹이는 

일이 많다. 그러나 토한 직후에는 뇌에 있는 구토중추가 피로해져서 

구토능력이 상실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돼 또 토하게 된다. 

때문에 토하면 즉시 다시 먹여야 한다.

2) 약은 한 숟가락에 단번에 먹여야 한다.

두 번, 세 번 나눠 먹이면 아무리 달래도 두 번째 부터는 약 먹기를 

거부한다.

3) 가루약은 물 위에 뜨지 않고 완전히 개어 먹여야 한다.

가루가 폐로 흩어져 들어가 기침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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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 약 사용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이유

1) 약이 몸에서 반응하는 차이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신장, 간,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어린이의 신장 기능은 어른과 비교해 저하되어 있다.

처음 4개월 동안 신기능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증가하여 약 2세경에 성인의 신장 기능까지 도달한다.

어린이의 간 기능은 어른과 비교해 저하되어 있다.

신생아는 간의 약물 대사 기능이 아직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성인에 비하여 약물을 분해하고, 해독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

어린이의 폐 기능은 어른과 비교해 저하되어 있다.

신생아는 호흡에 장애를 받기 쉽고, 호흡이 미숙하다.

호흡기에 염증이 약간만 생겨도 쌕쌕 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기 쉽고, 

약간만 기도가 막혀도 심한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다

2) 약이 몸에서 움직이는 차이 

어린이 몸 안에서 약물이 움직이는 양상은 어른 몸 안과 다르다. 

특히, 약물이 몸에 흡수 되고, 퍼지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정해진 용량 및 용법을 지켜 약을 먹여야 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여러 기능이 미숙하므로 이러한 정도가 달라 

약에 의한 해로운 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성장해 감에 따라 나이에 맞는 정해진 용량 및 용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6. 시럽약(물약) 계량 실험

가. 정확한 물약 따라 보기 - 1

1) 준비물

계량스푼 가루 물

시럽통 저을수 있는 막대 액제 버릴 통

 주의사항

☞  계량스푼은 가급적 투명한 계량스푼을 준비하여 피교육생들이 

눈금을 보면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루는 약을 사용함으로 생길 수 있는 실험 중 위해성을 없애기 

위해 안전한 가루를 준비한다 (예. vit. c 가루) 단, 가루약처럼 

용해율이 좋을수록 좋다.

☞  가루는 냄새가 없는 것을 필히 사용한다. 냄새가 있는 경우 교육 

중 악취가 날 수 있어 교육상 좋지 않다.

☞  물은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한다. 아울러 냉장고에 보관한 물이 

아닌 상온의 물로 준비한다.

☞  시럽통은 눈금이 있고 투명도가 높을수록 좋다.

☞  막대는 일반적으로 커피 등의 음료에 쓰이는 스트로우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액제를 버린 통은 반드시 교육 종료 후 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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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①  조별로 준비물 세트를 나누어 준다. 

※  붕해도 실험 시 나누었던 그룹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한다.

②  실험 1  - 눈금이 있는 스푼에 용량 맞춰 보기 

- 교육 전 계량스푼에 측정할 용량을 공지한다. 

- 계량스푼을 1인당 1개씩 준비한다. 

- 계량스푼에 물을 붓는다. 

- 계량스푼의 용량을 읽는다. 

- 공지한 용량만큼 투약 병에 부어 용량을 확인한다.

③  실험 2  - 눈금이 있는 투약 병에 용량 맞춰보기. 

- 교육 전 측정할 용량을 공지한다. 

- 투약병에 공지한 용량으로 물을 부어 눈금을 맞춘다. 

- 계량 스푼에 부어 올바른 용량인지 확인 해 본다.

④ 계량 눈금 읽는 법

구분 방법

스푼 계량 눈금

시럽제 계량 
눈금

 주의사항

☞ 쓰고 난 계량 기구의 관리 및 보관 

사용한 뒤에는 계량스푼, 계량 컵, 주사기를 흐르는 따뜻한 물로 

씻어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 오염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수세미 등으로 힘을 가해 닦을 경우, 표면이 손상되거나 마찰되어 

다음 번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 한다.

나. 정확한 물약 따라 보기 - 2 (가루약 먼저? 물약 먼저?)

1) 준비물

눈금이 있는 시럽통 가루 물

①  투약병 :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투약병 두 개 준비

②  계량컵 또는 계량 수저 : 물약과 가루약의 정확한 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③  가루약 :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가루 형태의 약 (냄새나 자극이 

강하지 않은 가루형태의 물질(예, 비타민씨 분말) 

2) 실험 방법

① 눈금이 표시된 투약병 2개와 실린더를 준비한다.

②  투약병에 눈금 실린더에 담긴 10ml의 물을 넣고, 가루약(2g)을 넣고 

흔들어 혼합한 후 눈금을 관찰한다.

③ 눈금 실린더에 10ml의 물을 준비한다.

④  다른 투약병에 가루약(2g)을 먼저 넣고 ③의 물을 사용하여 용액 

10ml를 만든 후 눈금 실린더에 남은 물의 양을 관찰 한다.

⑤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표하게 한다. 

교육내용

☞  가루약의 부피로 실제 용량이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용량을 측정하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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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액제(물약) 용량 맞추는 방법 

유아나 소아에게 약을 줄 때 가장 간편하고, 쉬운 제제이다. 액제는 

반드시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한다. 액체 상태의 약물은 일반적으로 컵, 스푼, 경구용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투약하고자 하는 정확한 용량을 측정한다. 반드시 적절한 

계량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계량 용기는 약물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나이와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계량 용기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계량 용기의 

면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글씨가 작기 때문에 밝은 

빛에서 조심스럽게 읽어야 아이가 사용해야 할 정확한 용량을 지킬 수 

있다. 

식사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계량스푼 등은 

제품에 따라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푼보다는 약물용 계량 

용기가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사용하는 티스푼은 제품에 

따라 두 배의 용량 차이가 있기도 하다. 

각 계량 용기별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량스푼: 컵으로 약을 마실 수 없거나 마실 때 흘리기 쉬운 아이들에게 

사용한다. 계량 스푼에 약을 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량스푼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스푼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액제를 조금씩 부어 

필요한 눈금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다. 

(2가지 계량스푼과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림 한 방향은 10ml 반대편 

방향은 5ml 용량의 스푼이 양쪽에 달린 스푼과 한방 향으로 10ml 

스푼이 하나 있는 스푼, 컵에 액제를 넣고 사람의 눈높이와 수평으로 

해서 용량을 맞추는 그림)

☞  계량 컵 : 흘리지 않고 약을 마실 수 있는 어린이에게 사용한다. 

계량컵에 표시된 숫자를 가까이 보면서 정확한 용량을 맞추어 따르시기 

바란다. 약이 고르게 퍼질 때 까지 기다린 후, 평평한 표면이 눈높이에 

오도록 해서 눈금을 읽기 바란다. (계량컵 그림)

☞  경구용 주사기 : 컵으로 마실 수 없는 아이들에게 사용한다. 경구용 

주사기를 사용하면 약을 흘리지 않고 아이 입에 흘려 넣을 수 있다. 일부 

경구용 주사기는 약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개를 사용하고 

있다. 약을 아이에게 주기 전에 반드시 마개가 제거 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마개를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개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경구용 주사기 그림)

참고사항17

☞ 부피

모든 물질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를 부피라고 한다. 부피의 

단위로는 L(리터), ㎖(밀리리터), ㎤(세제곱센티미터) 등이 있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L=1,000㎖=1,000㎤(=10㎝×10㎝×10㎝) 

부피, 용적(容積) 또는 체적(體積)의 의미를 가지며 환경 자체의 크기, 용량(
容量)을 의미함.

☞ 부피 단위 cc

부피 단위의 하나로 cm3을 나타낸다. 실용상 밀리리터(mL)와 같다고 

보아도 좋으나, 엄밀하게는 1mL＝1.000028cc. 화학분야에서 사용한다.

17

7. 용법, 용량의 중요성

가. 용법, 용량이란?

※ 교안 2 사용설명서 참조

표기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증상에 따라 기재된 용법 용량대로 사용하되,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법, 용량 등의 표시 의무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의 효능이나 용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이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을 개선하였다.

2008년도 개정 내용은 효능 · 용법 등의 정보를 일반의약품 용기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나눠 기재하도록 하였고,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 · 

용량 · 개수가 표시돼야 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 보존제 분량,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야 한다.

17　 출처 : naver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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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정했다.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다. 의약품 용량의 중요성

약의 복용 양은 환자의 나이, 체중, 질병 등의 정도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복용할 양을 처방 및 조제 등을 한다.

1) 의약품의 용량의 과다 복용

의약품의 오용으로, 약이 치료 목적의 양보다 과다 섭취한 경우,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ex) 위장 장애, 간기능 저하 등

2) 의약품의 용량의 소량 복용

약의 본래의 효능 및 효과가 저감하여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18

참고사항18

☞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의 용법 

용량

제16조(용법ㆍ용량) 용법ㆍ용량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약리학ㆍ제제학적 자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효능ㆍ효과 등에 맞추어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량, 사용시간(식전, 식후, 식간 등 복용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밝혀야 한다)과 사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성별 또는 연령층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효능ㆍ효과를 고려하여 부적합한 용법ㆍ용량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유아 또는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복용에 편리하도록 연령 등의 구분에 따른 용법 · 용량(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라 투여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법 · 용량을 연령별 또는 체중별 일람표로 작성한다) 등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 용량에 대한 적의 감량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3.  소아용 등 분할 복용하는 경우에는 제제학적으로 이에 적합한 제제 

또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의약품의 용법ㆍ용량은 기허가ㆍ신고 

사항에 따르고,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의 

경우에는 표준제조기준에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5.  생약을 정제한 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거나 개별 용법ㆍ용량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방 또는 제조시 적의 사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6. <삭  제>

7.  동위원소가 포함된 방사성의약품은 반감기에 따른 방사선량을 구할 

수 있는 계산식 및 효능ㆍ효과별 적정 방사선조사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삭  제>

9.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남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거나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용법·용량 기재시에는 유아 또는 소아, 임부, 노인 등에 대한 용법·

용량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참고사항19

☞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의 

의약품등 연령검토기준 

(의약품 안전 정책과 7089호, 2008. 11. 19)

명칭 연령 비고

신생아 출생일 ~ 28일 미만

영아 20일 이상 ~ 24개월 미만

어린이 24개월 이상 ~ 만 12세 미만

청소년 만 12세 이상 ~ 만 19세 미만

고령자(노인) 만 65세 이상

19

19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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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어린이는 같은 연령이라도 복용량을 몸무게나 키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복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나이와 몸무게 따라 정확한 양을 투약해야 한다. 급하다고 

성인용 약을 쪼개서 먹이는 것은 과량복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마무리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마

무

리

발표 및  
마무리

-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복습하고 
질문을 통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분

1. 약의 복용의 기본사항

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로 먹도록 한다.

대부분의 약은 물로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충분한 양(1컵; 200~250ml)의 미지근한 물로 복용한다.

나. 약을 물 이외의 음료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변화 혹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의 감소 혹은 부작용의 증가 

우려가 있다.

다. 복용을 잊었을 때, 대처 방법

생각난 때가 복용했어야 한 때와 가까운 경우, 생각 난 즉시 복용하면 

된다.

생각난 때가 다음 복용할 때와 가까운 경우는 복용하지 말고, 다음 복용할 

때에 1회분만 복용한다.

복용의 누락이 질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라.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증상의 비슷해도 병의 원인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대사기능, 연령, 

보유중인 질환이 다르므로 약효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 용법, 용량이란?
표기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증상에 따라 기재된 용법 용량대로 사용하되,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의약품 용량의 중요성
약의 복용 양은 환자의 나이, 체중, 질병 등의 정도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복용할 양을 처방 및 조제 등을 한다.

가. 의약품의 용량의 과다 복용

의약품의 오용으로, 약이 치료 목적의 양보다 과다 섭취한 경우,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ex) 위장 장애, 간기능 저하 등

나. 의약품의 용량의 소량 복용

약의 본래의 효능 및 효과가 저감하여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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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상비약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게 한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
발

- 가정상비약이란 무엇인가?
-  가정 내 상비약의 구비 현황을 

알아본다.
-  가정상비약의 사용 경험을 

발표한다.

3분 ①  가정상비약 
(판넬 교구)

▼ 학습주제 : 가정상비약의 이해와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

▼ 학습목표 :  가정상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비약의 종류와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파스 등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을 이해한다.

1. 가정상비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가. 가정상비약의 구비 현황 및 사용 경험 발표하기

1) 가정상비약의 의식 조사를 위한 질문

질문1 : “상비약”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나요?

질문2 : “가정상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Tip.  
☞ 상비약 :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늘 준비하여 두는 약

☞ 가정상비약 :  가정에서 응급처치나 병의 예방용으로 갖추어 놓는 
약품이다. 환자가 생길것에 대비하여 가정에서 
갖추어 준비하는 약이다

☞  가정에서 “상비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작한다.

☞ 처방을 통해 조제 받은 의약품은 상비약이라 할 수 없다.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학습 교안 4

▼ 학습주제 : 가정상비약의 이해와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

▼ 학습목표 :  가정상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비약의 종류와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파스 등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을 이해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가정상비약이란 무엇인가?

- 가정 내 상비약의 구비 현황을 알아본다.

- 가정상비약의 사용 경험을 발표한다.

3분
①  가정상비약 

(판넬 교구)

전개

가정 
상비약

- 가정상비약의 구성을 알아본다.

- 가정상비약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가정상비약의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본다.

-  가정상비약을 알아보고 용도와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기록지에 적어보게 한다. 

8분

①  가정상비약 
판넬 교구

②  가정상비약 
예시의 
약품 세트

파스의  
올바른 
이해

-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파스의 안전한 
사용을 알아본다.

-  파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광과민성 알러지 등)을 알아본다.

-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본다.

4분

①  파스 
종류별 
실물

②  파스의 
부작용 
실험세트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

- 외용제 사용 방법 알아보기

- 외용제 사용 시 주의사항

-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 체험하기(외용제, 
핸드크림)

5분

①  외용제의 
종류별 
의약품 
세트

②  외용제, 
핸드크림

마무리
발표 및  
마무리

-  가정상비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발표하기

-  파스 및 기타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복습한다.

3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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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외용제의 정의21

외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이고 외용산제, 외용정제, 외용액제, 
연고제, 경고제, 좌제 등이 있다. 외용제제란 아연화(亞鉛華)전분 
등, 피부점막의 미란(糜爛), 궤양 등에 산포하는 것이고, 외용정제는 
용해정, 질정이다. 외용액제는 물, 에타놀, 유류 등을 용매로 한 
액상제제이고, 양치질, 습포, 세척, 점안, 점비(点鼻) 등에 사용한다. 
연고제는 피부에 바르는 적당한 조도의 반고형제, 경고는 
상온고형, 체온으로 연화하는 피부적용제, 좌제는 항문, 질, 요도에 
적용한다.

21

21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외용제 [externals, 外用劑] (간호학대사전, 1996. 3. 1., 한국사전연구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98575&cid=55558&categoryId=55558

참고사항

☞ 상비약의 정의20

언제나 갖추고 있는 약. 
일반적으로 상비약이라고 하면 가정상비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ㆍ시설 등에 따라서는 병동 등에 상비하고 있는 약을 
이와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다.

☞ 관련 용어

가정상비약, 안전 상비약, 여행 상비약

☞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흔한 상비약 종류

감기약, 밴드, 진통제, 해열제, 상처 연고, 파스, 소화제 등

2) 가정상비약의 사용 경험 발표하기

질문1 :  우리집에 “가정상비약”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고 가지고 있는 
상비약을 발표 해 보세요.

질문2 : “가정상비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 발표 해 보세요.

교육 방법

☞  가정에서 쓰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상비약”이라는 용어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어, 발표자가 없을 수 있다. 이럴 
때 집에 다쳤을 때의 행동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이를 “상비약”이라는 
용어로 인식 전환을 시킨다.

나. 외용제 의약품의 인식

1) 일상생활 속에서의 파스

질문1 : 파스는 언제 사용하는 약인가요?

질문2 : 내가 알고 있는 파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일상생활 속에서의 외용제

질문1 : 가정에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2 : 가정에서 상처에 바르는 약을 가지고 있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질문3 : 가정에서 상처가 낫을 때 대처했던 행동을 발표해 보세요.

20　  출처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간호학대사전, 1996. 3. 1., 한국사전연구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93464&cid=50366&categoryId=5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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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상비약의 사용

가정에서 응급 비상 처치, 간단한 치료 등을 위해 항상 “가정상비약”을 
갖추고 필요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가정상비약가 사례

① 준비물(교육 교구 판넬)

다운로드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aadu.or.kr/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의약품안전교육 교구 
다운로드)

▼  전개

가정상비약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고, 가정상비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가정에서의 상비약 비치의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아울러 외용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방법 그리고 흔히 쓰이는 파스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
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전개

가정 
상비약

- 가정상비약의 구성을 알아본다.
- 가정상비약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가정상비약의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본다.
-  가정상비약을 알아보고 용도와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기록지에 
적어보게 한다. 

8분

①  가정상비약 
판넬 교구

②  가정상비약 
예시의 
약품 세트

파스의  
올바른 
이해

-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파스의 
안전한 사용을 알아본다.

-  파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광과민성 알러지 등)을 
알아본다.

-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본다.

4분

①  파스의 
종류별 
실물

②  파스의 
부작용 
실험세트

외용제
의  

올바른 
사용

- 외용제 사용 방법 알아보기
- 외용제 사용 시 주의사항
-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 체험하기    

(외용제, 핸드크림)

5분

①  외용제의 
종류별 
의약품 
세트

②  외용제, 
핸드크림

2. 가정상비약

가. 가정상비약 구비22

1) 가정상비약 이란?

가정상비약이란 가정에서 갑자기 생긴 가벼운 병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갖추어 놓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말한다. 

22　 출처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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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법 용량 
성인은 1일 3회, 식후에 복용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읽고 복용한다.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게 되면 인체는 위장운동과 소화효소를 

분비시키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식사량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증세가 지속 되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한다.

2)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키즈엔펜시럽 타이레놀시럽 이지엔

①  효능 효과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생리통, 관절통, 
류마티스성 통증

②  복용방법 
각 의약품별 사용설명서를 읽고 복용 한다. 
특히 소아는 연령과 체중에 따른 권장용량을 복용한다.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  타이레놀 제품은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할 

때는 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  과량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 위장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3) 외용제 및 밴드

포비돈 후시딘 케어리브 이지덤

나. 가정상비약 의약품의 목록

의약품 종류 사용처 해당 의약품

소화제 과식 · 소화불량일 때 먹는 약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백초시럽

해열진통제 열이 나거나 두통, 치통, 근육통, 생리통 
등에 주로 사용하는 약

타이레놀정, 
어린이 부루펜 
시럽,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외용제

소독제 및 소독용품 : 과산화수소, 
포비돈(빨간약), 알코올, 솜, 거즈, 붕대, 
밴드, 반창고, 가위 등 외상 등의 상처로 
소독이 필요할 때 사용 
파스류 : 근육통, 관절통, 허리의 통증 
등에 바르거나 붙이는 약 
연고류 : 피부에 가벼운 상처, 화상, 
가려움증 등의 질환에 바르는 약

소독용 에탄올, 
파스, 에어파스, 
상처연고, 
밴드, 반창고, 
화상연고, 
알러지연고

제산제 위가 아프거나 속 쓰릴 때 먹는 약
제산제, 
산분비조절제

정장제 설사가 있거나 장의 불편감이 있을 때 
장의 기능개선을 도와주는 약

정장지사제, 
유산균제

기타 항히스타민제나 하제같이 상위에 
분류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

종합감기약
증상별 감기약

다. 가정상비약의 사용23

1) 소화제

활명수 베니치오 베아제 훼스탈

①  효능 효과 
소화불량, 식욕부진, 과식, 체함,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감

23　 참조 :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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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효능 효과 
장의 활동 촉진, 소화액의 분비 촉진, 장내 이상 발효에 효과

②  용법 용량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읽고 복용한다.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 1세 미만 영아 투여 삼가한다. 
-  복용 후 얼굴이나 손발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 다른 의약품 복용자

6) 감기약

스토마신 씨콜드 콜대원 써스펜 데이

①  효능 효과 
감기 제 증상의 완화

②  복용방법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읽고 복용한다. 
예) 1회 1병(1정), 1일 3회, 식후 30분 복용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예)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 또는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예)  감기약을 복용하는 동안 졸음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음주, 자동차 
운전 등을 피한다.

 예)  판피린티정은 유당이 포함되어, 갈락토오스 불내성, 포도당-
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 된다.

7) 파스

제일파프 푸로탑 스프레이파스 물파스

①  효능 효과 
가벼운 상처 치료, 감염 예방

②  용법 용량 
1일 수회 상처에 적당량을 도포하며,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한다.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 피부 과민 반응 
- 광민감성 반응 
- 피부의 흉터 발생

4) 제산제

탈시드 개비스콘 겔포스엠

①  효능 효과 
위산 작용 억제, 위산 중화, 위통 완화 

②  용법 용량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읽고 복용 한다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 설사를 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아스피린 등) 복용자 
- 복용 후 체중 감소, 빈혈, 흑색변 등이 발생할 때 
-  우유나 칼슘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혈중 칼슘 농도의 증가로 

인한 탈수증, 구토 등의 증상 발생 한다.

5) 정장제, 지사제

에세푸릴 바시판에이 에세푸릴 로페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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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리스트

가정상비약 리스트(실습)

약품명 용도 사용방법 유의사항
개봉일자

(오늘날짜)
사용기한

3. 가정상비약 사용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안24

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세 가지 포인트

1) 사용 전 의약품 설명서를 잘 읽어 본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정해진 용법 용량을 꼭 지켜 준다.

약효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알약을 복용할 때는 물과 함께 복용 한다.

주스, 커피, 우유, 콜라 등과 먹으면 흡수에 영향을 주며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나. 가정상비약의 보관방법

1)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 한다.

2)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지만, 
의약품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관 방법을 꼭 확인 한다.

3)  의약품은 사용설명서와 포장된 그대로 보관 한다.

4)  다른 용기 및 케이스에 약을 옮기지 않는다.

24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소비자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  

①  효능 효과 
삠,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허리통, 어깨결림, 신경통, 류마티스성 
통증 증상의 진통 및 항염

②  사용 방법 
1일 1~2회 환부에 붙인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한다.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한다.

③  사용상의 주의사항 
눈 주위, 습진, 옻 등에 의한 피부염,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 가정상비약 리스트 작성 해보기

1) 준비물

일반의약품 케이스
가정상비약 

보관 케이스
의약품 리스트 샘플

2) 리스트 작성하기(그룹별) 방법

①  그룹별로 의약품 케이스 다량과 보관함, 의약품 리스트, 볼펜을 
배분한다.

② 그룹별로 보관함에 의약품을 정돈하여 담게 한다.

③  보관함에 넣을 때 의약품 리스트에 “의약품명, 용도, 복용방법, 
유의사항, 개봉일자, 사용기한” 등을 기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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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스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가. 파스의 올바른 부착과 제거 실험

1) 준비물

실험판 파스

다운로드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aadu.or.kr/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의약품안전교육 
교구 다운로드)

2) 파스 부착 후 부작용 사례 사진

광과민성 화상 표피박탈 가려움 등

3) 실험 방법

①  파스 부착 후 부작용 
- 실험 판에 파스를 붙여 놓는다. 
- 피교육생들에게 한명씩 파스를 탈착하게 한다. 
- 파스 탈착 후 사진을 설명하면서 부작용 사례를 예시한다.

②  파스 부착 및 탈착 실험 
- 참가 학생을 선별하고, 한명씩 파스를 붙이도록 한다. 
- 부착되어 있는 파스를 탈착하는 학생을 선별한다. 
- 파스를 탈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탈착하도록 도와준다.

다.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①  부작용 예 

과민증, 두드러기, 발열 등

②  대처방법 
- 약복용 후 상기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 한다. 
- 가까운 병, 의원 및 약국에 가서 의사,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 가정상비약의 대상별 주의사항

1) 어린이에 대한 안전 포인트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①  정해진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켜 준다. 
어린이는 간 대사나 콩팥 배설 기능이 어른과 달라 같은 양이라도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시럽(물약)은 계량컵, 
계량스푼을 이용하여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 한다.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약 이름, 성분명을 잘 기억해 
둔다.

2) 노인에 대한 안전 포인트

(다른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약물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또한 노인은 간 대사나 콩팥 배설 기능의 저하로 같은 양의 
의약품이라도 효과가 달라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3) 임산부에 대한 안전 포인트

(임부들은 약 복용 시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 임부가 복용한 의약품은 태아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엄마에게는 안전한 용량이지만 태아에게는 과량일 수 있다.

 주의사항

☞  가정상비약은 구입 후 용량, 용법,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약 포장(케이스)에 넣어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해 중요한 습관임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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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스종류 내용 비
고

바르는 
파스

겔파스

-  주로 소염진통제만 들어있어 파스보다 자극이 
적다

- 근육에 마사지를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옷에 묻는 등 단점으로 취침 전 등의 활동이 

적을 때 사용하면 좋다.

물파스

- 눈 주위나 점막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습진, 옻 등에 의한 피부염이나 상처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 30개월 이하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직사일광을 피하고 화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뿌리는 
파스

스프레이 
파스

- 활동 중 수시로 사용한다.
- 가연성이므로 사용상 주의하여야 한다.
-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 필히 환기를 

시킨다.

참고사항

☞ 쿨파스와 핫 파스의 차이점

쿨파스는 보통 타박이나 삐어서 순간적으로 열이 나고 붓기가 많은 
곳에 바르는데, 운동선수들이 경기 도중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파스를 바르거나 붙이고 있는 동안 
차갑게 냉찜질하면서 마비시키는 효과가 강하다.

반면에 핫파스는 이와는 달리 뜨거운 찜질효과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진통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뜨거운 
파스는 당연히 인대를 삐고 멍이 들거나 붓고 열이 나는데는 좋지 
않다.

4) 파스 탈착 방법

부착된 파스 파스 모서리 말기
파스를 말아서 

탈착하기

나. 파스의 종류

구분 파스종류 내용 비
고

붙이는  
파스

플라스타

(경고제)

상온에서는 고형(경고제) 
수분함유 거의 없고, 약물과 피부에 잘 붙는 
용매를 사용하여 밀착포 불필요하다. 
통증부위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

카타 
플라스

마

(습포제)

수분함유도를 높여 피부의 자극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
수분이 첨가돼 건조한 피부에 붙였을 때 자극이 
적고 촉촉한 느낌 
피부가 예민하여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패치
특유의 파스 냄새가 없으며, 환부에 붙이면 
소염진통제 성분이 피부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광범위하게 진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핫 파스

뜨거운 찜질용으로 사용한다.
피부 및 혈관, 림프관을 확장시켜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 촉진한다.
만성적인 관절염이나 신경통의 회복을 도와준다. 

쿨 파스

냉찜질용으로 사용한다.
피부의 열을 내려주고 통증을 덜어주며 혈관을 
수축시켜 지혈작용
세포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적어지므로 염증 
반응이 지연된다.
타박상이나 골절의 초기(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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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

가. 외용제 사용 체험

1) 준비물

색상이 있는 수용성 물감 또는 

핸드크림
면봉, 수건 및 세정제 등

2) 실험 방법

① 실험용 수용성 크림을 배분한다.

② 환부에 맞게 크림의 일정량을 면봉에 짠다.

③ 환부에 면봉에 있는 크림을 바르는 올바른 방법을 시범으로 보인다.

④ 피교육생들이 올바르게 바르는지 확인한다.

⑤ 외용제 사용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① 손씻기 ② 면봉에 외용제 짜기 ③ 상처 문지르기

Tip.  
☞  실습 전 필히 손을 씻도록 교육한다. (교육 중 시간관계상 세정제 

및 물티슈사용)

☞  교육 후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용성을 사용해야 한다.(
핸드크림 권장)약을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 수용성 크림을 사용하고 교육 후 반드시 손씻기를 한다.

☞ 냄새가 나는 실험체를 사용하지 않는다(핸드크림은 상관없다.)

☞ 환부에 맞는 외용약의 양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진행한다.

☞  환부의 경우 손부위에 한정하여 진행한다. 그 외 신체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다. 파스의 부작용
① 화상

② 표피 박탈

③ 피부발진, 가려움, 색소침착

④ 광과민증

라. 파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①  용도에 맞는 파스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  쿨파스는 냉찜질효과가 있으므로 부기를 가라앉히고 염증 반응을 

늦출 때 사용해야 한다.( ex:삔 경우, 타박상 등)

-  핫 파스는 온찜질 효과가 있으므로 만성 관절염, 신경통에 사용해야 
한다.

② 파스 사용 시간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③  파스를 같은 부위에 붙일 경우 반드시 1~2시간 정도 쉬었다가 붙여야 
한다.

④  어린이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파스 제품이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⑤  1주일 정도 파스 사용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파스가 통증을 약화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파스 제품을 떼어낼 때 접착력이 강하므로 조심해야 하고,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미온수로 적당히 불린 후에 떼어내면 도움이 된다.

⑦  사우나, 온찜질 후에는 피부 각질이 약해지고 내피가 손상되기 쉬우므로 
파스 부착시 주의해야 한다.

⑧ 파스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참고사항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케토톱, 케펜텍이나 트라스트 제품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 TV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으로 중 · 
고등학생들이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

케토톱, 케펜텍(파스 및 겔 제제)- 케토프로펜 성분 ; 15세 이하는 사용 
금지

트라스트 - 피록시칸 성분 (파스 및 겔 제제) ; 14세 이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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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마

무

리

발표 및  
마무리

-  가정상비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발표하기

-  파스 및 기타 외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복습한다.

3분

1. 가정상비약 이란?

가정상비약이란 가정에서 갑자기 생긴 가벼운 병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갖추어 
놓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말한다. 

2. 가정상비약 의약품의 목록

의약품 

종류
사용처 해당 의약품

소화제 과식 · 소화불량일 때 먹는 약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백초시럽

해열

진통제
열이 나거나 두통, 치통, 근육통, 생리통 등에 
주로 사용하는 약

타이레놀정, 
어린이 부루펜 
시럽,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외용제

소독제 및 소독용품 : 과산화수소, 포비돈
(빨간약), 알코올, 솜, 거즈, 붕대, 밴드, 
반창고, 가위 등 외상 등의 상처로 소독이 
필요할 때 사용 
파스류 : 근육통, 관절통, 허리의 통증 등에 
바르거나 붙이는 약 
연고류 : 피부에 가벼운 상처, 화상, 가려움증 
등의 질환에 바르는 약

소독용 에탄올, 
파스, 에어파스, 
상처연고, 
밴드, 반창고, 
화상연고, 
알러지연고

제산제 위가 아프거나 속 쓰릴 때 먹는 약
제산제, 
산분비조절제

정장제 설사가 있거나 장의 불편감이 있을 때 장의 
기능개선을 도와주는 약

정장지사제, 
유산균제

기타 항히스타민제나 하제같이 상위에 분류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

종합감기약
증상별 감기약

나. 외용제의 부작용

1) 외용제 사용 부작용 사례

①  ‘린단’함유 외용제(크림, 로오숀) 
머릿니, 사면발이, 옴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으로 피부로 흡수되어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제기되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사용된다.  
특히 3세 미만 어린이, 임부, 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해서 안되며, 이 약을 예방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②  드리클로액을 사용한 14세 남성. 
첫째 날부터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가움을 느꼈다. 물기가 
있을 때 따가울 수 있다고 복약지도를 했고, 투여 중지 후 피부이상이 
사라졌다.

드리클로액은 과다 적용시 자극감, 발적, 낙설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 약은 물과 반응해 염산을 생산하므로 피부 작열감을 피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치료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2) 외용제 사용시 주의사항

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처 등 필요한 부위에만 바른다.

③ 30개월 이하의 유아에게는 사용가능 여부 확인 한다.

④ 눈 주위 및 점막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안약,안연고 제외)

3) 외용제의 부작용

① 피부 가려움

② 피부 알레르기

③ 피부 발진 

④ 피부 화상

⑤ 색소 침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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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상비약의 보관방법
가.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 한다.

나.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지만, 
의약품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관 방법을 꼭 확인 한다.

다.  의약품은 사용설명서와 포장된 그대로 보관 한다.

라. 다른 용기 및 케이스에 약을 옮기지 않는다.

4. 외용제 사용시 주의사항

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처 등 필요한 부위에만 바른다.

③ 30개월 이하의 유아에게는 사용가능 여부 확인 한다.

④ 눈 주위 및 점막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안약, 안연고 제외)

5. 외용제의 부작용

① 피부 가려움

② 피부 알레르기

③ 피부 발진 

④ 피부 화상

⑤ 색소 침착 등

Chapter 

05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나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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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학습 5

▼ 학습주제 :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나의 다짐

▼ 학습목표 :  처방전의 이해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체험활동을 통해 약의 
올바른 사용을 학습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본 사례와 처방 

내용이 궁금했던 경험을 나눈다.

-  처방전을 보여 주고,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4분

① 

발표학생

②   약의  

제형별 

교구

전개

처방전 

올바르게 
읽기

- 처방전이란?

- 처방전 읽어보기

- 처방전 확인하고 약봉투 써보기

- 처방전과 약을 확인하기

- 처방전의 주의사항 알아보기

8분

①  약의  

제형별 

교구

②   생활과  

약 교구 

(제작 

요망)

올바른 

복용

약바로송

- 약의 복용 10계명을 알아본다.

- 약의 복용에 대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약의 복용 10계명별 내용을 확인하고 복창한다.

-  약바로송과 율동을 알려주고 노래를 통해 

마무리한다.

10분

① 종이컵

② 녹말풀

③ 소화제

④ 스틱

마무리
발표 및  
마무리

- “신약을 개발한다면?” 작성하고, 발표하기

-  약의 올바른 사용의 복습을 통해 중요성을 

안다.

-  올바른 사용에 대한 “나의 다짐”또는“가족에게 

전하기”발표하기

3분

①  제형별  

약의 

종류 

판넬

25분

▼  도입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
기유발

-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본 
사례와 처방 내용이 궁금했던 경험을 
나눈다.

-  처방전을 보여 주고,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7분

▼ 학습주제 :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나의 다짐

▼ 학습목표 :  처방전의 이해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체험활동을 통해 약의 
올바른 사용을 학습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 처방전에 대한 질문

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본 사례와 처방 내용이 궁금했던 

경험을 나눈다.

나. 처방전을 보여 주고,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2. 약의 변질과 변색

가. 준비물

약의 변질 전후 사진을 이용한 

판넬 교구
변질 의약품 실물

다운로드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aadu.or.kr/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의약품안전교육 교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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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방법

☞  약의 양면성인 “약”과 “독”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 
피교육생들에게 인지시킨다.

☞  피교육생이 약의 양면성을 알게 하고 학습 목표와 학습 주제를 다 같이 
읽게하여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약과 독
약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오남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양면성을 지닌 물질이다.

같은 성분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양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질환에 맞게, 정해진 용량ㆍ용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용량에 따른 약과 독
타이레놀정은 어린이나 임산부가 복용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지만 하루에 
성인기준 4,000㎎을 초과하면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하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술과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는 타이레놀 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매일 세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타이레놀 설명서 준비)

결과적으로 타이레놀은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하면 약이다.

과량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no 구분 내용

1
사례1

감기가 걸려 빨리 낫고 싶어 1알 먹는 감기약을 3 알이나 
먹었어요.

답변
위장장애, 환각증상, 불면증,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례2 잠이 안와서 수면제를 4알 한꺼번에 먹었어요.

답변
수면중독 부작용 우려, 의식저하, 혼수나 마비 증상 올 수도

수면제는 다량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3
사례3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먹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또 
먹었어요.

답변 간기능 부담, 위장장애, 신장애 등 부작용 우려가 증가 합니다.

4. 사용 기한에 따른 약과 독
의약품은 법에 따라 오랜 기간의 실험과 임상 등을 거쳐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의약품의 최적의 복용 효과를 가지는 기간이 사용 기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기한을 넘기는 경우 그 효능과 안전성이 반감되거나 나빠질 수 
있다.

5. 잘못된 보관 방법에 따른 약과 독
약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각 의약품별로 사용설명서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목시실린과 클라블란산 칼륨의 혼합제제(오구멘틴시럽, 크라목스듀오시럽, 
크라목스네오 시럽 등)인 항생제 시럽은 냉장보관 할 경우 7일 정도 약효가 
유효하나 7일이 지나면 약효를 보장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특히 상온에 
방치하였을 경우 색깔이 노랗게 변색되고 약물 효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해열제 시럽의 경우 낮은 온도에 보관할 경우 약 성분과 물이 분리되고 
약 성분이 뒤엉켜 오히려 약효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해열제 시럽은 햇볕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고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는게 좋다.

no 구분 내용

1
사례1 해열제 시럽을 냉장 보관한다.

답변 약 성분이 분리되어 약효를 보장할 수 없다.

2

사례2 영양제를 싱크대에 뚜껑을 열어 두었다

답변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영양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참고사항

☞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켈수스(Paracelsus 1493-1541)

 -  모든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량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 모든 것은 다 독이다. 다만 그 양으로 결정된다.

 - 약과 독은 그저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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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약의 처방전과 약봉투를 확인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약 복용의 10계명을 통해 그동안 배웠던 약에 대해서 
복습하고, 약바로송과 율동을 통해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높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전개

처방전 

올바르게 
읽기

- 처방전이란?

- 처방전 읽어보기

- 처방전 확인하고 약봉투 써보기

- 처방전의 주의사항 알아보기

10
분

①처방전 확대 
교육판넬교구

② 처방전 샘플 
자료 인원수별 
준비

올바른 
복용

약바로송

- 약의 복용 10계명을 알아본다.

-  약의 복용에 대해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한다.

-  약의 복용 10계명별 내용을 
확인하고 복창한다.

-  약바로송과 율동을 알려주고 
노래를 통해 마무리한다.

5
분

① 약복용 10
계명 판넬 교구

② 약바로송 및 
율동

2. 처방전과 약봉투
상품명 처방전을 준비해서 비교 설명하는 것도 좋다.

처방 의약품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감기약이나 해열제, 기침 패취제, 항생제 
등을 추가하면 집중도가 높아진다.

가. 처방전 읽기

1) 준비물

① 대표 처방전 교구 판넬 준비

② 처방전 서식(인원수별로 준비)

처방전 읽어보기

나. 처방전이란?25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처방전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교부받으며,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의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처방전에는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함께, 질병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또한 
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것을 근거로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때 처방이 
되는 의약품과 투약량, 투약일수 등을 처방전에 함께 기록한다.

다. 처방전 기재 사항
명칭, 코드, 증, 피보험자, 요양기관기호, 교부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질병분류기호, 처방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주사제 처방내역, 조제시 
참고사항

25　  [네이버 지식백과] 처방전 [處方篆, prescription] 

  주의사항

☞  처방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및 요양기관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필히 가려야 한다.

☞  처방전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처방전을 준비하여 동일한 설명으로 
진행한다.

☞  처방전에서 필히 알릴 내용이 있으면 해당 처방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  처방전의 의약품명은 피교육생들이 자주 들었던 의약품명으로 
준비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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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방전 내역 읽어 보기

구분 내용

처방전1

설명

포시가정10㎎을 아침 식사 후 하루 1알씩 30일간 복용

로트로반정 10㎎을 아침 식사 후 하루 1알씩 30일간 복용

듀파락-이지시럽을 아침 식전에 하루 2포씩 15일간 복용

설명 : 

-  본 처방전은 식전 식후 처방전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처방전은 총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내용이다.

-  처방전 의약품 중 식전에 먹는 시럽은 15일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처방전의 의약품은 하루에 한번 복용하며, 아침에 복용하고, 
식전, 식후로 구분해서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  처방전의 의약품은 정제와 시럽으로 구분되어 있다.(보관상 
유의해야 함)

처방전2

설명

동화록소닌정을 하루 식후 1알씩 3번 5일간 복용한다.

이소메릭정을 하루 식후 1알씩 3번 5일간 복용한다.

스락신정25㎎은 하루 식후 0.5알씩 3번 5일간 복용한다.

설명 :

- 본 처방전은 식후에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본 처방전은 5일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처방전은 하루 세 번 식후에 복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처방전의 스락신정 25㎎은 0.5알씩 복용하므로, 조제된 
약이 0.5알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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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처방전3

설명

나조넥스잘 스프레이 약에 대한 처방전

용법의 “필요시”를 확인하기

-  의사의 설명에 따라 필요시 약을 1일 1회 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 약은 필요한 경우 1회 사용할 양을 처방한다.

처방전4

구분 내용

설명

레스날린 패취 3일치 처방한다.

- 본 처방전은 하루 한번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 총 3일치 패치 처방을 한다.

- 부착시 저녁 취침 전에 상체에 부착해야 한다.

마. 처방전 읽을 때 유의사항

① 식전 식후 여부를 확인한다.

② 하루 복용 횟수를 확인한다.

③ 처방 의약품 중 분할정이 있는가 확인하고 의약품의 분할 내용을 확인한다.

④ 처방전 1회 복용량(사용량)을 꼭 확인한다.(0.5, 1.5 등등)

⑤ 처방된 의약품의 성상을 확인하고, 보관방법에 유의한다.

⑥  특정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약사님에게 복용, 투약방법 및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교육방법

☞ 처방전 교구 판넬을 이용해 처방전 내용 읽는 방법을 설명한다.

☞ 피교육생에게 배포한 처방전에 대하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처방전 내용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3. 약 복용 10계명과 약바로송

가. 약 복용 10계명

1) 준비물(10계명 판넬교구)

10계명 -1 10계명 -2 10계명 -3 10계명 -4
용량 용법대로 먹어요용량 약에도 사용기한이 있어요 약을 변형하지 마세요 약은 물로 먹어요

10계명 -5 10계명 -6 10계명 -7 10계명 -8
약의 부작용은 상담하세요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가정상비약을 확인하세요 남의 약은 먹지마세요

10계명 -9 10계명 -10 10계명
오랜된 약은 상담하세요 경험한 부작용을 약사에게

알려 주세요

 교육방법

☞  10계명 판넬교구와 함께 함께 복창하게 하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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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계명 내용

① 용량대로 먹어요.

구분 내용
● 약의 복용 양은 환자의 나이, 체중,

질병 등의 정도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복용할 양을 처방 및 조제 등을 한다.

● 의약품의 용량의 과다 복용의 약품의 
오용으로, 약이 치료 목적의 양보다 
과다 섭취한 경우,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ex) 위장 
장애, 간기능 저하 등

● 의약품의 용량의 소량 복용약의 
본래의 효능 및 효과가 저감하여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②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구분 내용
● 의약품의 사용기한 

의약품에 대한 효과 효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의약품의 사용기한 이후의 복용 시 
주의사항 

의약품이 변질 또는 탈색되어 본래의 
성분 변화 및 기전 변화로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 및 효능 효과 저하

③ 약은 자르거나 변형하면 안되요.

구분 내용
● 일반제제

알약으로 만들어진 약물은 그대로 
복용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서방정 제제

서방정 제제는 유효성분의 방출 속도, 
방출시간, 방출부위를 조절하는 제제로, 
부수거나 가루로 복용해서 안된다.

● 장용정 제제

장용성 제제는 장에서 흡수되도록 
위산에서부터 보호하는 제제로서 
부수거나 가루로 복용해선 안된다.

단, 알약을 삼킬 수 없는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제형을 변경하거나 갈아서 가루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약은 물과 함께 먹어요.

구분 내용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로 먹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물로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충분한 양(1컵; 200~250ml)의 
미지근한 물로 복용

●  약을 물 이외의 음료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변화 혹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의 감소 혹은 부작용의 증가 우려

단, 철분제의 경우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에 도움이 되므로 오렌지 
주스와 복용할 수 있다.

⑤ 약에 대해 궁금하면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구분 내용

● 의약품의 유해반응이란?

병의 예방, 진단 또는 생리기능을 위하여 
약물을 인체에 상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발생하는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

● 의약품은 나이, 성별, 인종, 건강상태, 
질명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 대처방법

약복용 후 상기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한다.

가까운 병,의원 및 약국에 가서 의사,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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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요.

구분 내용

●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사용(유효)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 외관의 변화가 없더라도 약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⑦ 우리집 가정상비약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 가정상비약은 어떤게 있는가 
확인하시면 응급 상황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 가정상비약의 사용기한을 꼭 
확인한다.

●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지만, 
의약품 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보관 
방법을 꼭 확인한다.

● 의약품은 사용설명서와 포장된 
그대로 보관한다.

● 다른 용기 및 케이스에 약을 옮기지 
않는다.

⑧ 남의 약을 먹지 마세요.

구분 내용

●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약은 나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 같은 약이라도 나이, 성별, 인종, 
건강상태, 질명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 특히 안약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세균을 전파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오용 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⑨ 잘 모르거나 오래된 약은 먹기 전에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구분 내용

● 의약품은 보관방법 및 장소 등에 
따라 의약품이 변질 또는 탈색되어 
본래의 성분 변화 및 기전 변화로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 및 효능 효과 
저하 될 수 있다.

● 오래된 약의 복용을 위한 대처방법

단골 약국에 문의한다.

⑩ 약사에게 부작용을 알려 주세요.

구분 내용

● 약을 복용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약 
이름을 수첩에 적어 두었다가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의사, 
약사에게 알려 준다.

● 현재 다른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도 
의사, 약사에게 미리 알려 준다.

나. 약바로송 따라 부르기, 율동 배우기

1) 준비물

약바로송 가사 판넬 음원 및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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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동

가사 구분 율동

간주(준비)

안되요

 

한손씩 머리 
반대편 쪽으로 
X모양으로 
가져간다

불법 약은 

 

두손을 
밑에서부터 원을 
그리며 위로 
모아 다시 X
모양을 해준다

독이 될 수 

 

한손씩 목을 
감싸 쥐면서 X
모양을 만든다

있어요
목을 감싸주고 
음원에 맞춰 좌 
우로 한 템포씩 
흔든다

받아요   

두손을 왼쪽으로 
45도 틀어서 
아래에서 원을 
그리며 가슴으로 
두손을 모은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45도 
틀어서 아래에서 
원을 그리며 
가슴으로 두손을 
모은다.

단골 약국

 

 한 손씩 대각선 
가운데로 모아 
집 모양을 
만들어 준다

 지정해서  

왼쪽부터 45
도 방향에 검지 
손가락으로 
지정하고, 앞을 
보면서 검지 
손가락으로 
지정하고,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지정한다.

 관리를

 

오른쪽 45도 
방향 검지손가락 
지정과 동시에 
손바닥을 펴서 
이마에 가져가 
왼쪽으로 몸을 
돌려 준다.

간주

 

 

 

양 손을 벌려 
손바닥을 흔들며, 
몸을 돌린다.

앞을 보았을 때 
점프 후 착지와 
함께 양 손을 
바깥쪽으로 
펼치며 손 전체 
모양이 V자가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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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복용 방
법은 

 

벌린 상태에서 
한 손씩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얼굴 
쪽의 눈으로 
가져간 후, 손 
모양 그대로 
밖으로 안으로 
반복해서 해 
준다.

약사지시를 

동시에 양손을 
가슴에 X 
모양으로 
모아준다.

따라서

 

왼쪽부터 왼손을  
L형태로 펴고, 그 
상태에서 다음은 
오른손도 L
형태로 펼친다.

정해진 시간 맞
추어

 

양 손을 앞으로 
하면서 
왼쪽 손목의 
시계 차는 
자리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치면서 몸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다.

하면 좋아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엄지를 
올리고(엄지 
척) 등 뒤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내세우면서 
가볍게 점프한다.

 

 

양손을 뻗어 
엄지를 올린 
상태에서 약간 
주저 앉았다가 
다시 일어선다.

올바른 복용 방
법은 

 

한 손씩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얼굴 
쪽의 눈으로 
가져간 후, 손 
모양 그대로 
밖으로 안으로 
반복해서 해 
준다.

약사 지시를 

동시에 양손을 
가슴에 X 
모양으로 
모아준다.

따라서

 

왼쪽을 보면서 
왼손을 L 
모양으로 펼치고, 
오른쪽으로 
보면서 오른손을 
L 모양으로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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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장소에 맞춰 
 

오른쪽, 왼쪽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돌린 
쪽 손을 하늘로 
45도 방향으로 
가르킨 후, 양 
손을 허리에 
붙이고 팔을 
저으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아간다.

보관 하세요  

 

두박자(두 
발걸음) 후 
반대편 사람과 
손바닥을 한 
박자에 한 번씩 
두 번 마주치고 
난 후, 나아간 
반대편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정면을 본다.

약속해줘요~~  

 

왼손을 
허리에 댄 후, 
새끼손가락을 
펴고 오른손을 
뒤로 넣었다가 
앞으로 내세운다. 

(마무리) 정면 보고 인사

▼  마무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마

무

리

발표 및  
마무리 
(캡슐편
지쓰기)

-  “신약을 개발한다면?” 작성하고, 
발표하기

-  약의 올바른 사용의 복습을 통해 
중요성을 안다

-  올바른 사용에 대한 “나의 다짐”또는“
가족에게 전하기”발표하기

5분

① 일반판넬

② 포스트잇

③ 볼펜

25
분

4. 신약을 개발한다면?

가. 준비물

보드판 또는 일반 판넬 등 메모지(포스트잇)와 볼펜

나. 교육 요약
만약 자신이 신약을 개발한다면 어떤 약을 개발할 것인지를 적어보고, 
보드판에 붙인 후 발표를 유도하여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효과를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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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하기

가. 평가서 작성
피교육생 평가 설문지 작성

나. 평가서 서식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학습 평가 설문지

1. 오늘 체험 학습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오늘 체험 학습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약이란 무엇인가        ② 약을 사용기한과 보관방법    ③ 약을 어떻게 
먹을까요?    
④ 가정상비약과 외용제  ⑤ 약의 십계명과 약바로송

3. 오늘 체험 학습을 받고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Chapter 

06
약사 직능과 직업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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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학습 교안 6

▼ 학습주제 : 약사 직업 체험학습

▼ 학습목표 :  약사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약사의 역할 및 활동을 체험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아이들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꿈과 장래 희망을 심어 주도록 한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유발

- 약사란 무엇인가요?

- 직업 체험의 의미을 알아본다.

- 학습 주제와 목표에 대해서 이해한다.

4분

①약사 소개 

판넬

(판넬교구) 

전개

약사와 약학

- 약사 가운 입어 보기

- 약사 명찰 작성 및 패용하기

- 약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약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해하기

- 약학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기

- 약사는 아무나 되나요?

3분
①약사 가운

②명찰

약사의 

직능과 약국

- 약사의 직능은 무엇이 있나요? 

- 직능별 약사의 활동을 알아보기

- 약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약국 약사의 활동 알아보기

- 약국에서 사용하는 물품 알아보기

- 약국 사용 물품 체험하기

6분

① 약국 사용 

물품 전시

② 약국 사용 

물품 체험 

재료

약사의 활동

체험

- 약 조제하기

- 복약지도 체험하기

- 약을 계수하기

- 반고형 의약품을 연고곽에 담아보기

- 약을 가루약으로 만들어 보기

- 환자 관리 요령

7분

① 약포장지, 

약포장기, 

봉투

② 약 대용 

정제

③ 처방전 

및 복약지도 

자료

④ 계수기, 

연고곽, 유발, 

유봉

마무리
발표 및  
마무리

- 약국에서의 에티켓

- 미래의 약사 모습

- 약사로서의 행복

- 약사 직능에 대한 질문과 답변

5분

25분

▼  도입

직업 체험의 의미와 약사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그에 따른 학습목표와 
주제를 공유한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도입
안내,  
동기 
유발

- 약사란 무엇인가요?

- 직업 체험의 의미를 알아본다.

- 학습 주제와 목표에 대해서 이해한다.

4분
①약사 소개 
판넬  
(판넬교구)

▼ 학습주제 : 약사는 어떻게 되나요?

▼ 학습목표 :  약사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약사의 역할 및 활동을 체험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아이들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꿈과 장래 희망을 심어 주도록 한다.

1. 직업 체험 학습

가. 약과 의약품

1) 약이란

약(藥) = 艹 + 樂 

(약의 재료(풀)로 즐거움(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인간과 동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게 하거나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체에 적용하였을 때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이다.

2) 의약품

인체의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3) 준비물

약사 직능 교육 판넬(본론 2) 약사 역할 교육 판넬(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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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aadu.or.kr/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의약품안전교육 교구 
다운로드)

Tip.  
☞ 준비한 교육 판넬 활용

본 판넬은 본론에서 재차 활용할 내용이며, 도입부분에서 피교육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등을 사용하여 
피교육생의 흥미 유발을 통해 본 교육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이다.

나. 직업 체험의 취지
1)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의 주요한 축인 지역약국의 약사와 

약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사 직능에 대한 건강한 직업관을 갖게 
한다. 

2)  지역사회 내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들과의 
교감을 통해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다. 약사회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요?
약사회 : 약학에 대한 연구개선과 약사의 권익옹호,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1) 1928년, 30명의 약사들로 ‘고려약제사회’가 처음 만들어졌다.

2) 1954년, 현 ‘대한약사회’가 설립되고 6만 여명의 약사가 배출 되었다.26

 참고사항
☞ 약사의 기원26

1913년 약사학회(藥史學會)가 발족되는 개회식에서 프랑스 파리의 
약학전문학교 교장이던 기냐르 교수는 약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약학이란 과학 ·기술 및 직업이 합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역사는 
동시에 물리 ·화학 및 자연과학의 역사이며, 또한 의학원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가지 과학기기(科學機器)의 고고학적 연구를 포함한 
조제술의 역사이기도 하며, 그 나라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등과 관련되는 
기술자인 동시에 상인(商人)의 측면도 지닌 약사(藥師)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서유럽의 자연발생적인 약학과는 달리 동양 여러 나라의 
현대약학의 발상은 서유럽약학의 이식으로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식된 풍토에서의 토착화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의 약학이 드디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은 경이적인 일이다.

☞ 약학 교육의 시초

1909년 내부위생국(內部衛生局)에 위생시험소(衛生試驗所)가 설치된 것이 

26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처방전 [處方篆, prescription] 

한국 최초의 현대 약학관계 시험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10년 내부령(
內部令) 제5호로 공포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大韓醫院附屬醫學校規則)’
에 약학과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 약학교육기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병탄(倂呑)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유산되었다. 한국 최초의 
약학자로서는 일본에서 약학교육을 받고 약제사가 되어 귀국하여 대한의원
(大韓醫院) 교수로 임명되었던 유세환(劉世煥)을 들 수 있다. 1915년에 
설치된 조선약학강습소가 1918년에 발전적으로 2년제의 조선약학교(朝鮮

藥學校)로 설치된 것이 한국약학교육의 실질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약학의 기원

한국 약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초학 및 향약(鄕藥)의 발전과정을 
밝히는 것이 한국의 약학사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본초학이 중국의 
본초학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래 한국 민족 고유의 본초학 및 
향약과 향방(鄕方:한국 고유의 처방)이 있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에 
도입된 중국의 본초학을 혼화양성(混和釀成)하여 집대성한 것이 한국의 
본초학이라 함은 여러 가지 문헌의 고증을 통하여 증명된다. 더욱이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世宗)의 향약정책(鄕藥政策)을 정점으로 하여 한국적 
약학이 크게 신장하였으며, 조선 말엽의 이제마(李濟馬:1837~1900)
가 체계를 세운 사상체질적 약성관(四象體質的藥性觀)에 의한 약물분류는 
독창적인 약학의 업적이다.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개항(開港)과 더불어 양약 
및 서양의술이 한국에 도입되면서부터 약학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1894
년(고종31) 개화당의 새 정부가 성립되어 이른바 갑오개혁(甲午改革)을 
통하여 모든 체제가 근대화됨에 따라 점차 약제사(藥劑師) ·제약사(製藥師) ·
약제사(藥劑士) ·약종상(藥種商) 등의 명칭이 의 ·약 관계의 관제(官制) 규정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등을 사용하여 피교육생의 흥미 유발을 
통해 본 교육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이다.

 참고사항
☞ 현장에서의 자율학기제 약국체험 활동 예시

가. 약국은 교실이다 1일 체험 과정

 - 약국의 기능 및 역할소개 

 -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소개   

 - 약사 되는 방법소개 및 진로 멘토링 

 - 약국 이용 에티켓  

 - 약국 체험(조제참관, 약제업무 실습 등) 

 - 질의/응답

 - 약물안전사용교육[옵션]

 - 약국체험행사 수료증 전달[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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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국은 교실이다 3일 체험 과정

1일째 2일째 3일째

- 오리엔테이션

- 직원들과 인사

-  약국에 대한 간략 
소개

-  실습 시 주의사항 및 
안내

-  체험 일정 및 
내용설명

- 업무 관찰

-  지역약국 및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 소개

-  지역약국 약사의 
자질 소개

-  약국의 구체적인 
업무 소개

- 약국 이용 에티켓 

-고객에게 인사하기

-처방전 입력 체험

-조제체험

*산제 분포(수동/ 
자동)

*정제 조제(수동/ 
자동)  

*정제 계수

*알약 용기에 담기

*용기에 라벨 붙이기

*약 봉투에 이름쓰기

*약 포지 끼우기

-자동조제기 입력 
체험

-복약지도문서 출력 
체험

-불용의약품폐기

-마무리 점검

-직원들과 인사

-수료증 전달

-기념사진 촬영

☞ 약국 체험시 주의사항

가.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상상이룸센터(청소년  직업체험연계센터)로 
연락한다.

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올 경우 교육 기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을 함께 
동행하도록 한다. 

▼  전개

약사의 직능별 설명과 약사의 역할 및 약국의 활동을 알려주고, 약사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시킨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전개

약사와 
약학

- 약사 가운 입어 보기

- 약사 명찰 작성 및 패용하기

- 약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약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해하기

- 약학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기

- 약사는 아무나 되나요?

3분
①약사 가운

②명찰

약사의 
직능

과 약국

- 약사의 직능은 무엇이 있나요? 

- 직능별 약사의 활동을 알아보기

- 약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약국 약사의 활동 알아보기

- 약국에서 사용하는 물품 알아보기

- 약국 사용 물품 체험하기

6분
① 약국 
사용 
물품전시

약사의 
활동

체험

- 약 조제하기

- 복약지도 체험하기

- 약을 계수하기

- 반고형 의약품을 연고곽에 담아보기

- 약을 가루약으로 만들어 보기

- 환자 관리 요령

7분

① 약포장지, 
약포장기, 
봉투

② 약 대용 
정제

③ 처방전 
및 복약지도 
자료

④ 계수기, 
연고곽, 
유발, 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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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와 약학

가. 약사 체험 - 1

1) 준비물

약사 가운(가운 입기) 명찰(명찰 쓰고 패용하기)

2) 가운의 의미

① 전문직군과 일반직군의 구분(약사의 역할 참조)

약사 직능은 전문 직능으로, 일반직군과 달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 직군으로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일반 직군과의 구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ex : 가운 착용 직군 -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② 청결(흰색 또는 밝은색), 위생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직군은 인체에 흡입되는 약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므로 항상 청결과,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명찰

성명, 소속 등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물건으로, 명찰 패용자의 신분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4) 명찰을 작성하기

약사 체험할 피교육생은 반, 번호, 이름 등을 배분한 명찰에 작성한다.

5) 가운 입기

약사 가운을 배분받아 입고, 반드시 명찰을 패용한다.

 교육 방법
본 교육의 모든 약사 체험에 있어서 약사 가운과 명찰을 패용 후 
시행하도록 한다.

☞ 피교육생 중 참여자에 한하여 약사 가운을 입도록 한다.

☞  약사 가운을 입을 학생은 명찰을 받아 직접 본인 이름, 반, 번호 등을 
쓰고 준비하도록 한다.

☞ 약사 가운과 명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준다.

☞ 약사 가운을 나누어 주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한다.

나. 약사(藥師)의 역할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①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약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질병 치료를 위해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약품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약사의 자질

NO 업무수행능력 설명 비고

1 꼼꼼함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고 업무를 철저히 
완수한다.

2 신뢰성 믿을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책무를 완수한다.

3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느낌이 민감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4 정직성 솔직하고 도덕적이다.

5 자기통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분노를 통제하며 심리적 평정을 유지한다.

6
책임과 
진취성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하려 한다.

7
스트레스 
감내성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8 독립성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관리 감독이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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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무수행능력 설명 비고

9 인내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견디다.

10 협조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인다.

Tip.  
☞  자질 항목별 내용을 피교육생 수준에서 간략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한다. (ex :인내 - 모든 일에 항상 잘 참는다)

☞  자질 항목별 설명과 함께 해당하는 피교육생이 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도 좋다.

☞  자질 항목 중 피교육생들이 개인별로 몇 가지가 맞는지 발표하게해도 
좋다.

☞  자질이 많이 맞는 학생이나, 의지가 강한 피교육생에게 격려 등을 통해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복 돋아 준다.

라. 약학이란?27

약학(藥學, pharmacy)이란 인류의 무병장생을 위하여 인체의 생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약학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 
및 질병 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사회에 봉사함을 기본 가치관으로 한다. 

1) 약의 개발, 생산, 사용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2)  약이라는 물질의 특성과 인간의 생리현상 및 약의 사용으로 인한 
인간과 약의 상호작용에 관해 연구하는 종합학문

마. 약사가 되는 길

1) 2009년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2+4제도)

2)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실시

- 응시자격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2월 수료 예정인 자)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과에 입학하여 2년 이상 수료) 

27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약학/학문명백과:(의약학, 형설출판사)

- 선수과목 이수 
(각 약학대학별로 전체 또는 일부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일반화학, 생물학, 물리학, 유기화학 등의 약학과 관련된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대학 2년간의 평점, 외국어 능력 등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출 것)

3) 약사면허시험 

- 응시자격

약대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참고사항

☞ 약사 관련 자료 검색

자세한 내용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peet.or.kr)에서 
학교별 전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약학대학 커리큘럼

저학년 때에는 물리 화학 생물 등 약학 전공을 위한 기초 자연과학 관련 
교과목을 배운다. 고학년이 되면 약물학 약제학 등 본격적인 약학공부를 
하게 된다.

3. 약사의 역할과 약국

가. 약사의 직능

① 창약(創藥) : 약의 연구 개발 

 ex) 제약회사 연구소 등

② 제약(製藥) : 우수의약품 생산 

 ex) 제약회사 공장 등

③ 용약(用藥) : 생산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단계의 역할 

 ex) 지역약국, 병원약국 등 

④ 보건 & 행정 :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

  ex)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심사평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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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사 직능별 활동 내용

1) 약국 약사

① 배출된 약사들의 인력분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② 약국의 개설약사와 근무 및 관리에 종사하는 약사

③ 약국약사의 역할

- 의약품 정보수집 및 평가

의약품 정보수집 및 평가, 의약품 정보제공, 복약지도

- 조제 및 투약

접수, 처방전 검토, 약력관리, 대체조제 협의, 조제, 투약 및 약제비 수납 등

- 복약지도

투약시 복약지도, 복약상황 모니터링

- 일반의약품 등 판매

방문자 정보 검토 및 진료 권유,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기타 약국 
품목의 상담 및 판매

- 보건 증진

건강상담, 지역보건활동,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학교 약사 활동

- 약국 경영

약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관리, 문서 및 재무 관리 등

2) 병원약사

① 약사는 종합병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② 병원에서 약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그 직능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함

③ 병원 약사의 역할

- 약물 정보 관리

약물정보 관리, 약물 상담 및 정보제공, 의약품 식별,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 조제 및 복약지도

환자정보 및 약력관리, 처방전 검토, 조제, 주사제, 무균조제, 조제 감사, 
투약, 복약지도

- 임상약제 업무

환자정보 파악, 임상검사결과 확인, 투여용량 설계 및 자문, 임상약제 
지도, 투약결과 모니터링

- 임상시험

임상시험 계획서 검토, 시험약 관리, 임상시험 운영

- 병원 약제부 관리

약제 업무, 약품, 인력, 운영프로그램 관리 및 시설 장비 관리

- 교육 및 연구 활동

실무교육, 공공보건 증진활동, 연구활동, 의약품 사용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수행

3) 제약회사 약사

① 제약회사 근무 약사는 모든 의약품의 생산을 관리하고 지도

②  제품의 개발, 허가 및 판매에 따른 제반업무 관장, 약효 및 부작용 
관리

③ 제약회사 약사의 역할

-  신약의 개발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물질조사, 임상, 허가 등록 업무를 
담당

- GMP관리, 공정 관리, 품질 평가, 실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 제조시설, 공정, 위생, 문서, 창고 관리, 직원 교육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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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하는 일

가. 학술부

약품설명서, 케이스, 팜플렛 제작, 영업사원 교육, 병원약사들에게 
신제품 안내

나. 개발부

신약개발 또는 새로운 제품 개발, 보건복지부 허가업무, 수출입관련업무

다. 영업부

병 ,의원 의사, 약국 약사들 상대로 제품안내 및 판매

라. 마켓팅부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마. 품질관리부(QC)

약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실험을 통해  검사

4) 기타 약사의 역할

①  공직(공무원) 약사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②  도매회사(유통) 근무약사 : 마약류를 포함한 전체 약품의 적절한 보관, 
관리 및 반·출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③ 학문 분야 : 약학 연구, 의약품 연구 실험, 후진양성 활동

④  기타 : 화장품 및 식품회사의 제품생산 관리, 다양한 건강 관리 
분야에서 활동

다. 지역 약국 약사

1) 처방전 조제 및 복약지도

2) 조제과정 문제발생시 의료인 및 환자 간의 중재 

3) 약물정보 관리(약력관리) 

4) 의약품 부작용 관리 및 보고

5)  일반의약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동물의약품 등 
건강관련제품 추천 및 판매

6)  영양, 운동, 금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 정보제공, 국민 건강향상 및 
질병예방, 국민들의 1차 건강관리센터(Primary Health Care Center)

7)  지역사회 약물안전사용교육(어린이집~어르신), 국민의 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8) 지역사회 학생 직업교육, 약대생 교육 

9) 가정보관의약품 상담 및 의약품 폐기

10) 동네 주민의 사랑방기능 및 쉼터 역할

라. 약국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분 이름 설명28

 유발, 유봉

유발은 약을 빻거나 
가는 데 쓰는 보시기 
모양의 그릇 
(막자사발. 약연)

유봉은 유발(乳鉢)에 
약을 넣고 갈 때 쓰는 
막대.

분쇄기
알약을 파쇄하여 미세한 
가루를 얻는 기계 

약가위, 약 절단기
정제 약을 분할 할 때 
쓰는 도구

약계수기
알약의 수량을 셀 때 
쓰는 도구

연고곽
반고형의 외용약을 담는 
각

연고칼
반고형의 외용약을 
분할하여 담을 때 쓰는 
도구

28　 출처 : 네이버 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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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병
액제 약을 담거나 
분할하여 담는 용기

약봉투 약을 담는 봉투

캡슐 충진판

캡슐 계수기

휴대용 약케이스
약을 휴대할 수 있는 
케이스

약숟가락
약 조제시 가루약을 
일정한 양으로 분배할때 
사용하는 수저

약포장기(수동)
약포지와 약주걱을 
이용하여 조제한 약을 
수동으로 포장하는 기계

약포지와 약주걱
 약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와 도구

반자동 조제기

약을 포장하는 기계로 
반자동으로, 조제약을 

넣어 작동하면 자동으로 
약포지에 담겨 나옴

자동 조제기
약을 포장하는 기계로, 

자동으로 조제하는 기계

 참고사항
☞ 체험 학습 중 직업체험 부스가 없는 경우 체험학습 1 “약은 무엇인가”에 
전시용으로 활용한다. 단, 직업 체험 부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체험학습 1의 
전시는 생략한다.

4. 약국 체험

가. 체험 내용 및 준비물
구분 이름 설명

유발, 유봉
인체에 해가 없는 고형 물질(초콜릿, 
사탕 등)을 분쇄해 본다.

분쇄기

체험 안함

※ 위험성이 있어 체험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전시만 한다.

약절단기

고형 물질(초콜릿, 사탕 등)을 절단해 
본다.

※ 약 가위는 위험성 문제로 체험에 
사용하지 않는다.

약계수기
고형 물질(초콜릿, 사탕 등)을 계수 해 
본다.

연고곽
인체에 해가 없는 반고형 물질(바세린 
등) 담아본다.

연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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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병 체험 제외. 체험학습 3에서 활용한다.

약봉투
체험 제외. 본론 3 약국체험2에서 
사용할 도구이다.

캡슐 충진판 체험 제외.

약스푼 체험 제외. 체험학습 3에서 활용한다.

약포장기

(수동)
초콜릿, 별사탕 등으로 조제 체험한다.

약포지와 
약주걱 

나. 체험 방법
① 탁자 가운데 체험 장비를 나열한다.

② 탁자 둘레로 피교육생들을 배치한다.

③ 피교육생이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체험을 하도록 한다.

Tip.  
☞  약국 체험은 시간 관계상 피교육생별로 배분하여 1~2개 정도 

체험하도록 한다.

☞  물티슈 등을 준비하여 체험 후 반드시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 세척 시간이 없음)

☞ 체험 내용 중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 후 진행한다.

5. 약사 체험 - 2

가. 준비물

구분 이름 설명

약봉투 조제한 약을 담는 봉투

처방전 약을 조제하기 전 예시 처방전

복약지도자료
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 설명할 때 
참고하여 사용한다 (약학 정보원의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만든다)

조제 케이스
조제할 고형 물질을 담아 두는 
케이스

사탕 또는 
초콜릿

모양별, 종류별, 표기가 된 각각의 
고형재료 
조제에 쓰이는 약 대처용

약 조제 
순서도

약이 조제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판넬

약포장기 
(수동)

약을 수동으로 포장하기

약포지와 
약주걱

약 포장에 사용하는 포장지와 포장용 
약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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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제 체험 순서

체험 전 약사 역할과 환자 역할을 나누어 피교육생을 돌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약사님께 처방전을 드려요

② 처방전이 올바른지 확인해요

③ 약 포장지와 포장용 약 주걱을 준비한다.

④ 약 조제 케이스에서 처방전에 맞는 약(고형체)를 찾아 넣는다.

⑤ 약 포장기(수동)에 넣고 포장한다.

⑥ 약 봉투에 이름을 쓰고 약을 넣는다.

⑦ 복약지도 설명서를 참고해서 약에 대해서 설명한다.

 교육 방법
☞  약사 가운 선별자와 비선별자가 있다면, 약사 가운 입은 학생이 

조제하고 가운을 입지 않은 학생에게 약 설명 및 전달하게 한다.

☞  모든 피교육생이 가운을 걸친 경우 2팀, 4팀으로 나누어 상호 약사 및 
환자 역할을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약 지도의 픽토그램은 필히 사전에 교육한다.

다. 픽토 그램과 내용(약학 정보원 자료)

간략한 그림을 통해 복용 중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약 봉투에 
붙이는 체험을 한다.

 참고사항
☞ 픽토그램준비

- 사전에 라벨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여 준비한다.

-  상용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폼텍 등)을 이용하여 활용도가 용이하게 
준비한다.

-  픽토그램의 내용을 알려주고, 피교육생이 인지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복약지도 용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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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약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세요)

라. 환자관리 및 모니터링

가.  투약 시 환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약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나. 약 복용이 처음인지, 계속 복용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  처음일 경우, 증상에 대한 약의 작용 및 가장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요한다.(예: 졸음, 현기증 등 - 운전, 
기계조작 주의)

 -  정확한 복용(내복약) 및 사용(외용약, 흡입제 등)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 시, 직접 시연한다.

 -  계속 복용의 경우, 증상의 경감 정도, 복약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장기 복용약의 경우

 - 약물 순응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식습관,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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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마

무

리

발표 및 

마무리

- 약국에서의 에티켓

- 미래의 약사 모습

- 약사로서의 행복

- 약사 직능에 대한 질문과 답변

4분

25
분

1. 약국 이용 에티켓
가. 다른 사람이 약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일정거리를 유지한다.

나. 약에 대한 설명을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약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다.  약에 대한 설명을 받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전화를 받거나 문자전송을 하지 않는다.

2. 약사 직능의 미래

가. 미래 약사의 역할29

① 보건의료인 -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양질의 약료서비스 제공

② 의사결정자 -약학적인 전문지식과 약사직능과 관련된 핵심정보 관리

③ 의사소통능력자 -청중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함.

④ 지도자 -사회적 역할 강조, 국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지도적 역할

⑤ 관리자/경영인 -약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환자관리 최적화

⑥ 평생학습인 -전문적 지식 습득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⑦ 교육자 -후배 약사 양성과 훈련에 조력자로서의 역할 

나. 선진국의 약사

인구고령화 등 사회 모습의 변화에 적응하고 적절한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29　 세계보건기구(WHO)에서 ’97년 미래약사상으로 ‘7가지 기능’

질병의 예방과 건강한 삶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됨으로 약사들이 
건강 증진 활동과 지역 보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①  영국 - 금연,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련 교육, 질병의 초기 진단 등 국민 
건강에 관련된 사항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미국 - 금연,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관리 등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그 밖에 호주, 일본, 유럽의 약사들도 다양한 약료 프로그램과 
건강증진활동, 만성질환관리, 약물사용 교육, 예방접종 등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① 복약지도 등 기본적인 역할의 성실한 수행

②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역할 수행

③ GPP 도입, 건강관리 약국 등 미래 지향적 변화 도모

3. 약사로서의 행복
약사님께서 평소 보람을 느끼셨던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해 
주세요!

4. 질의 응답

 참고 사항

☞ 피교육생들이 자주하는 질문

① 약사가 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② 약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될 수 있나요

③ 약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게 있나요

④ 약대에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⑤ 약사는 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나요

⑥ 약국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⑦ 약사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요

⑧ 약사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주세요.

⑨ 약국 또는 약사의 전망에 대해 말해 주세요.

⑩ 근무하면서 제일 곤란한 점은 무엇인가요

⑪ 근무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 복약 지도의 픽토그램은 필히 사전에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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