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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 및 행사 소개

2019 KNAPS 의약품 바로 알기 캠페인 

한국약학대학생연합 KNAPS(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는 2007년 설립된 비정부, 비종교, 

비정치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단체는 세계약사연맹 FIP,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ESCO, 세계보건기구 WHO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약학대학생연합 IPS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의 아시아태평양지부 APRO (Asia Pacific Regional 

Office)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단체는 향후 약사로서 직능 계발에 

힘쓰며, 국민 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글로벌 약사를 지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KNAPS 2018 의약품 바로알기 캠페인, 여의도 한강공원

의약품 바로알기 캠페인(MAC, Medicine Awareness Campaign) 

은 ‘국민 보건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약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9년 

MAC은 ‘WITH MEdicine(With me, with medicine)’ 이란 

주제로 의약품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물론 사회 제도,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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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및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UIZ로 알아보는 의약품 상호작용

O, 비교적 이상반응이 적은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치 

않는 반응이나 효과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 첨부문서의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도 상호작용을 일으키나요?

의약품 상호작용

X, 해열, 진통제로 널리 알려진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으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후 두통으로 꼭 진통제를 드셔야한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NSAIDs)인 ‘이부프로펜’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NSAIDs의 경우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진통제를 복용해도 되나요?

+

제산제

항생제의 흡수를 저해하여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부가설명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Aspirin)

제산제, 다른 성분의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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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란 질병 치료 혹은 예방 목적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인체 유용 원료나 성분을 제조, 가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주세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 섭취하기

병원 수술, 시술 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음을 

의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혈행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기능성 제품은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와 병용 섭취 시 주의

면역력 증가 기능성 제품은 

면역억제제와 병용 섭취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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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자몽 주스

우리 몸에서 특정 약물을 대사 시키는데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 약 복용 시에는 

자몽 주스는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위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위장 장애 

관련 약물 복용 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복합성분 진통제의 경우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병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

물 이외에 다른 음료와 약을 복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오렌지 주스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제산제와 함께 마실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콜라, 홍차 등 카페인 음료

약물과 결합해 약의 흡수를 저하시키므로, 

약은 우유와 함께 먹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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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피임약 복용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피임제 정보

경구용 피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전피임제 응급피임제(사후피임제) 

용도 

피임을 목적으로 사전에 규칙적으로 복용 

그 외 여드름, 월경통, 불규칙한 생리 등의 

치료를 위해 복용 가능 

성관계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응급 상황에 1회 1알 또는 2알을 복용 

피임 실패율

(%) 

 )시 용복 내이 간시27(50.0 8-3.0

(콘돔: 2-15, 질외사정: 4-27, 피임법 사용 안함: 85) 

복용 시 

주의사항 

① 복용 전 금기 질환이나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신가능성 

여부, 출산 및 수유 기간, 나이, 흡연 

여부) 

② 피임제가 불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 피임제 복용으로 성병이나 AIDS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성병이나 AID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④ 피임제를 복용하는 동안 흡연을 할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① 응급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이며, 일반 피임방법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성관계후 72시간이 지나간 후에 

복용하였을 경우 효과가 없으므로, 

투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응급피임제를 한 주기에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성과 효능 미입증) 

④ 응급피임제는 복용 후 수정 능력이  

바로 회복되므로 복용 후에 일어난  

성관계에 대한 피임효과는 없습니다.  

부작용 및 

대처방법 

① 부정기적 출혈 또는 생리주기의 변화(무월경) 

주로 복용 초기 발생하며, 몸에 해롭다는 신호가 아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피임제의 복용을 멈추지 않으며, 매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좋습니다. 

② 오심, 구토 또는 심한 설사 

일시적인 증상으로, 복용 후 3-4 시간 이내 구토를 했을 경우 1번 더 복용합니다.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취침전 복용 시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정보시스템



쓰고 남은 의약품, 언제까지 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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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조제 투약 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일반 쓰레기로 폐기해도 될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폐기되거나 수거되지 않는 의약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가까운 지역 약국이나 
지역 별로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ㆍ유효기간 안에 성상(상태, 색, 냄새 등)이 변한 것은 사용 금지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

자료 출처 USP 미국 약사회 실무지침 및 압구정스타약국 이보현 약사님

구분 유효기간 

플라스틱통 약 

 후 봉개 품제완 1년 

 월개6 분소

조제약 

알약 2개월 (약에 따라 다름) 

가루약 1개월 (약에 따라 다름) 

시럽 
 후 봉개 품제완 28일 

소분 14~28일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연고 개봉 후 6개월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의 복용

소아,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수질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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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근처의 약사에게 상의하세요. 복약지도는 여러분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

의약품정보, 질병정보, 병용 금기 및 상호작용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곳!

휴일지킴이약국 http://www.pharm114.or.kr

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이 필요하세요?  ‘휴일 지킴이 약국’을 알아보세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응급의료센터 (1339)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정보시스템

의약품에 대해 궁금한게 생기셨다면?



KNAPS Medicine Awareness Campaign 2019 Brochur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KNAPS) has been acting as a link to connect 
world pharmacy students to Korea after it was founded in 2007. KNAPS is non-governmental, 
non-religious, non-political organization, representing 35 pharmacy schools with over 1000 students. 
After approved as a full member of IPSF in 2007 World Congress Taiwan, KNAPS delegates are repres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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