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을까요?
•  라벨에 적힌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  의약품의 복용시간 및 복용량을 숙지하십시오.
•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 성분을 숙지하십시오.
•  의약품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본인이나 담당의, 그리고 

약사 모두가 의약품 사용 기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효 성분이란 무엇입니까?
•  유효 성분이란 복용하는 의약품이 작용하게 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  라벨을 확인하시어 외관상 다르게 보이지만 동일한 유효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을 두 개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일 동일한 유효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담당의나 약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유효 성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  담당의 혹은 담당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유효 성분은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본인 의약품의 유효 성분에 대해 기록해 두십시오.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사진을 찍어 놓거나, 혹은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놓습니다. 

의약품 구매 시 어떻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  의약품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름에는 

유효 성분의 이름과 제조사가 부여한 브랜드명(고유 브랜드명 
혹은 상표명이 없는 복제 브랜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표명이 없는 복제 브랜드는 일한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브랜드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합니다.

•  의약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담당의 혹은 약사가 상표명이 
없는 복제 브랜드 구매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역시 아프다고 하면 저의 
의약품을 함께 나누어 복용해도 될까요?
•  안 됩니다. 본인의 의약품은 본인만을 위한 것입니다. 
•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여러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담당의가 처방해 준 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십시오.
•  처방받은 의약품은 반드시 1개월치를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  병원에 가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본인의 의약품 혹은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가십시오. 

저의 의약품에 대해 누구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  담당의 혹은 담당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만일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담당의나 담당 약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약품 상담전화(Medicines Line, 전화번호  

1300 633 424)로 전화 주십시오. 무료 전화 통역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TIS, 전화번호 131 450)로 
전화하시어 필요한 언어를 말씀해 주신 후에 의약품 상담전화
(Medicines Line)로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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