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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1. 가정상비 의약품  

의약품의 분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전문의약품 : 중독이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 

② 일반의약품 :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의약품. 이중 13가지 안전상비 

                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단, 용량 다름) 

③ 의약외품 : 치약, 거즈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약품. 편의점,  

             마트에서도 판매 가능 

가정용 상비약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연고 등의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 유효기간 확인하기 

- 설명서에 유의하여 올바르게 보관/사용하기 

- 온라인 구매하지 않기(안전성과 효과성 확인 불가 & 보관 중 변질·오

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1. 해열진통제 :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발열, 근육통 

               등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 

2. 소염진통제 : 염증이나 통증이 있을 때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약 

성분 효과 대표 상품명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의약품 
해열 진통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이지엔

6에이스, 판콜에이내복액 

이부프로펜  

함유 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 애드빌, 부루펜, 이지엔6애니 

아스피린  

함유 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 아스피린 

나프록센  

함유 의약품 
진통, 소염 탁센, 에이스펜 

※ 주의사항 

- 여러 종류의 소염진통제를 동시에 복용 시 부작용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카페인을 함유하는 혼합제제는 고혈압, 협심증 등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나프록센을 함유하

는 진통제는 음식과 같이 복용하거나 위산분비 억제제와 같이 복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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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 VS 타세놀..?  

 둘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된 일반의약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살, 발열 증상이 나타날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

분의 해열진통제 제품을 복용하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제품(단일성분 기준) 

다수(70종, 2021.5.27 기준)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있기 때문에 약사

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 용량으로 선택,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약  - 기능 :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목구멍)통, 기침, 가래,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등의 증상 완화 

판콜에이내복액 성인은 1 회 30ml 1 일 3 회 식후 30 분에 복용 

화이투벤 
성인은 1 회 2 캡슐, 7~14 세 어린이는 1 회 1 캡슐을 

1 일 3 회 식후 30 분에 복용 

씨콜드 

주간용의 경우 성인은 1 일 2 회 식후 30 분에 복용. 

야간용은 1 일 1 회 씨콜드 주간용을 복용한 지 6 시간 

경과 후에 복용 

※ 주의사항 

-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장기간 복용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용 시에는 금주해야 합니다. (복용 직후(30분~2시간) 술을 마시면 

간에서의 약물 독성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 

- 복용하는 동안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또는 기계

류의 운전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 

위장약  1. 소화제 : 소화불량, 식욕감퇴 등으로 인한 위팽만감에 사용 

   ex) 배아제정, 훼스탈골드정 등 

※ 주의사항 

- 만 7세 미만 소아에 사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 특정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화제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베이슨정, 글루코바이정과 같은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와 소화

제를 함께 복용하면 당뇨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복용 2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에 든 칼슘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소화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산제 :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위식도 역류 증상으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 위통 등의 증상에 사용합니다. 

   ex) 알마겔, 겔포스, 개비스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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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용 2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소화성 궤양 환자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환자와 임신부는 

탄산수소나트륨 제제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장 질환자는 수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알루미늄 제제 복용에 주의해

야 합니다. 

- 제산제는 항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항생제의 흡수를 저해하여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같이 복용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 오렌지 주스는 알루미늄 제제와 함께 마실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체

내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과일 주스와 콜라는 위의 산도를 높여 약효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탄산수소나트륨과 수산화마그네슘 제제의 경우 다량의 우유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사제 : 지사제는 설사를 멎게 하는 약입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설사약 

           (변비 치료제)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ex) 스멕타, 스타빅 등 

소아 의약품 1. 소아용 해열제        ex) 타이레놀 시럽, 부루펜 시럽, 키드펜 시럽 등 

발열은 체온이 38.2도 이상일 때를 말하고, 세 번 측정하여 그 중 가장 높

은 온도를 체온이라 합니다. 중이염이 있거나 고막 장애가 있는 소아는 귀 

대신 다른 부위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하며, 6개월 미만에서는 직장 체온계

를 사용합니다.  

해열제 복용 후 10분 정도 이내에 토를 하여 아기의 토사물에서 해열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다시 복용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생후 4개월 이후에는 타이레놀만 사용 가능하며 6개월부터 부루펜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은 만 24개월부터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아스피린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 라이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2. 소아용 지사제        ex) 스타빅 현탁액, 하이드라섹산 

※ 주의사항 

- 스멕타이트 지사제 (스타빅 현탁액)는 24개월부터 복용 가능합니다.  

- 임신부, 수유부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 다른 약과 함께 투여할 때에는 1~2시간의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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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 
 

종류 특징 

과산화수소 

작은 상처 위주의 빠른 소독에 사용  

(상처, 혈액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 

산소가 세균과 근처 단백질을 손상하여 살균) 

포비돈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포비돈 분자에서 서서히 방출되어 광범

위한 살균 효과.  

소독용 에탄올 

주사 전 피부 소독 혹은 핀셋이나 가위 등 의료기기 

소독에 적합. 

상처 부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린 상

처, 화상, 크고 깊은 상처 소독에는 부적합. 

※ 주의사항 

- 외용제는 눈에 사용하거나, 먹거나 마시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

다. 

- 포비돈 아이오딘은 과량 사용 시 독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임신부

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신부전 환자, 6개월 미만의 영

아에서 사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파스 패치나 연고 형태로, 타박상, 요통, 어깨 결림, 근육통, 관절통에 사용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실온(1~30도)에서 보관 

※ 주의사항 

- 파스를 붙인 부위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 혹은 흉터가 생기

거나, 광과민성으로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고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로 상처 및 각종 피부 질환에 바르는 약 

햇빛이 강하지 않은 적당한 온도에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주의사항 

- 연고의 통상적인 사용기한으로 완제품은 개봉 후 6개월, 소분한 연고

는 1개월로 사용기한에 맞게 사용하고 약이 변색되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 손에 묻은 약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항생제 연고  

- 용도 :  베인 상처, 긁힌 상처, 약하게 데인 상처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후시딘 

세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그람 양성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에 작용 

피부 침투력이 우수하여 딱지 위에 발라도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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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트로반 

대부분의 피부 감염증의 원인균과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입니다. 농가진, 모낭염 등을 포함하여 상처 

및 화상에 의한 세균성 피부 감염증에 사용 

2. 상처치료제  

- 용도 :  새살을 돋게 하여 상처 회복 촉진 

마데카솔 케어 연고,  

복합 마데카솔 연고 

항생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찰과상, 작은 

열상, 봉합된 상처에 사용 

3. 벌레 연고  

- 용도 : 벌레 물린 곳에 수회 발라줌 

- 물린디키드, 버물리키드는 생후 1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 

4. 스테로이드 연고  

- 용도 : 가려움, 아토피, 습진,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건선 등 

- 먹는 약보다 부작용이 덜하지만 스테로이드 연고 또한 부작용이 나

타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 

- 사용을 멈출 때는 횟수를 서서히 줄이면서 중단하는 것을 추천함 

5. 항바이러스제 연고  

- 용도 : 단순, 대상포진 

- 용법 : 1일 2~5회 5일 간 환부에 도포합니다. 5일 뒤에도 상태가 나

아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5일간 더 사용 

출처 • 의약품 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bbs/23/890/ 

• 보건복지부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58 

 

 

 

 

  

https://nedrug.mfds.go.kr/bbs/23/890/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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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2. 봄철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관하여 

- 각막염 초기에는 통증, 출혈, 눈물 흘림, 눈부심 등의 증상 나타남 

- 결막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충혈과 눈물흘림, 눈꺼풀 부종, 가벼운 삼출

성 분비물에서 다량의 화농성 분비물, 이물감, 가려움증 및 작열감, 눈

부심, 시력저하 등이 있음 

- 다른 증상보다 가려움증이 우선한 경우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가능성↑ 

-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이 붉어지고 간지러운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

나며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면 증상이 나타남 

1. 계절성 알레르기성 결막염 (건초열 결막염) 

- 일반적으로 봄과 초여름에 발생 

- 종종 곰팡이 포자, 나무, 잡초, 잔디, 꽃가루에 의해 발생 

- 여름과 초가을의 잡초 꽃가루는 결막염 증상의 원인이 됨 

2. 다년생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토피성 결막염 또는 아토피성 각결막염) 

-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 

- 먼지 진드기 또는 동물 비듬에 의해 가장 자주 발생 

3. 봄철 각결막염 

- 특히 습진, 천식, 계절성 알레르기를 가진 만 5~20세 소년에게서 가

장 일반적으로 발생, 많은 경우 성인으로 자라면서 없어짐 

- 매년 봄에 다시 나타나며 가을과 겨울에 진정됨 

- 눈 분비물이 진물처럼 진해지고 실처럼 늘어남 

- 다른 유형의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달리 각막에 영향을 주며 일부 환

자에서는 통증성의 작은 개방성 궤양(각막 궤양)이 나타남 

- 각막 궤양은 밝은 빛에 노출된 상태에서 심한 안구통을 일으키며 때

로는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됨 

결막염의 치료 1. 점안액과 눈물 보충제 

- 케토티펜과 같은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는 점안액  

 : 경증에 쓰이며 처방 없이 구매 가능 

- 항히스타민 점안액(올로파티딘 또는 세티리진 등) 

- 비만 세포 안정제(네도크로밀 등)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점안액(케토롤락 등)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점안액  

 : 강력한 항염증 효과. 안압 증가(녹내장), 백내장, 눈 감염 위험  

    증가 야기할 수 있어 안과의의 긴밀한 모니터링 필요 

2. 경구 항히스타민제 

  : 귀와 코 같은 다른 신체 부위가 알레르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 쓰임 

- 펙소페나딘, 세티리진, 또는 히드록시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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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투여 시  

주의사항  

- 눈의 통증이 심하거나, 지금까지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약사 및 의

사와 상의 

- 일반용 점안제는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에 단기간 사용하며, 투여 후 증

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 

- 감염성 결막염에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 결막과 각막의 손상이 

심하여 2차적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감염이 일어난 감염성 결막염의 경

우는 항균점안제 등의 약물투여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함 

- 점안액에 보존제로 벤잘코늄염화물이 포함된 경우,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점안

하지 않아야 하며, 점안제 투여 후 적어도 15분이 경과한 후 렌즈를 

착용하여야 함 

- 두 종류 이상의 점안액을 사용할 경우, 투약간격을 충분히 두고 사용 

-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당겨 공간을 만든 후 약액을 투여. 

눈을 감고 콧등 옆 눈물이 지나는 눈물관(비루관)을 1-2분간 누른 다음 

눈을 깜박거려 약액이 눈안에 고루퍼지게 함 

- 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용기를 개봉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즉시 

사용 

- 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오염 및 감염 예방을 위해 투약 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 주위로 유

출된 액은 닦아냄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 

- 필요시 증상이 있는 눈에 1-2방울 점안하며, 성분에 따라 1회 1방울을 

증상에 따라 2-5회 점안 

- 점안한 다음 통증, 시야 변화, 지속적인 충혈이나 자극감을 경험하거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72시간 지속되면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 

- 다른 안약 또는 안연고를 추가 투여할 때는 최소한 5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고 콘택트렌즈의 착용은 피함 

- 점안한 다음 경미한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못한 현상

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

작을 하지 않음 

출처 • 알레르기성 결막염 - 눈 장애 - MSD 매뉴얼 - 일반인용 

http://www.msdmanuals.com 

• 의약품안전나라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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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에 관하여 - 폐 속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질환 

- 증상이 오래되면 상채가 악화될 수 있기에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함 

- 감기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천식

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더욱 늦어지므로 주의해야 함 

1. 천식의 증상 

- 환절기 콧물과 코 막힘이 심해짐 

- 목에 가래가 낀 듯한 느낌이 있으며 간질간질함 

- 헛기침을 해도 가래가 나오지 않고, 시원하지 않음 

- 발작적 기침이 나오고, 쉽게 멈추지 않음 

- 숨 쉴 때마다 목에서 쌕쌕하는 소리가 남 

-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느낌 

2. 천식 유발 요인  

   천식 = 환경적 요인 + 유전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  

➢ 환경적 요인  

-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등의 알레르겐 

- 대기오염, 각종 화학물질의 노출 증가  

- 약물, 방부제, 색소 등 음식물 첨가제 등 

- 감기, 환절기 차가운 공기, 운동, 황사현상, 꽃가루, 정신적 스트레

스, 극심한 감정 변화 등으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기도 함 

➢ 유전적 요인  

- 반드시 유전되지는 않지만 가족 중 알레르기 질환, 천식이 있으면 

대부분 자녀에게 천식이 나타남  

천식의 치료 1. 환경 관리 : 원인이 되는 대기 알레르겐과 비특이적 자극원 차단 

 

2. 약물 치료 

① 질병 조절제 

- 장기적으로 기도의 염증 반응 억제하고 천식 발작 예방하는 약제 

-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며 증상이 없어도 사용 

- 대표적인 약제 : 세레타이드, 심비코트, 풀미코트, 후릭소타이드 

② 증상 완화제 

- 천식 증상을 즉시 완화시켜 주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 증상이 심할 때만 사용하며 효과가 즉시 나타남 

- 대표적인 흡입제로 벤톨린이 있음 

- 심비코트 제제 또한 증상 완화제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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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흡입제 

- 약물이 직접 폐에 전달되어 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제 

-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 약물이 제대로 폐에 도달하도록 해야 함 

3. 면역 치료 

-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 억제하는 치료법 

-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원인 물질에 다시 노출되어도 발작을 예

방할 수 있음 

- 원인 항원이 분명한 환자에서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적어도 3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 필요 

천식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Q. 여러 흡입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 순서는 무엇인가요? 

A. 속효성 교감신경흥분제 → 부교감신경억제제 → 스테로이드제 순서로  

   사용하며, 각 흡입제마다 5분 정도의 간격을 둠. 

Q. 목이 잘 쉬는데 약 부작용 아닌가요? 

A.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 인후 자극에 의해 기침이  

   발생하거나 목이 쉴 수 있으므로 흡입 후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 내야 함. 

Q.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A.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약을 투여해야 함. 

출처 • 봄이면 유행하는 천식! 완화 방법은? - 건강이야기 - 삼성서울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 

• 천식 | 질환백과 | 의료정보 | 건강정보 | 서울아산병원  

http://www,a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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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에 관하여  - 코 안쪽을 덮고 있는 점막의 염증성 질환 

- 일반적으로 전체인구의 약 20%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 또는 유사한 질

환 가지고 있음 

1. 비염의 증상 

- 코막힘, 콧물, 기침, 재채기, 후각 소실, 후비루 증후군 등 

-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으로 콧속이 가려우면서 연속적으로 재채기

를 하고 맑은 콧물이 쉴 새 없이 나오다가 코가 막혀 숨이 답답해지

는 증상이 특징적 

- 눈이나 목안이 가렵거나 눈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냄새를 잘 못 

맡기도 함 

2. 코감기 VS 비염  

➢ 코감기 

-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 병의 경과가 일주일 정도 계속된 후 자연 

치유되며 발열, 오한, 두통 및 전신적인 증상 동반됨 

- 재채기 횟수가 비교적 적으며 맑은 콧물보다는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런 콧물로 변함 

➢ 비염 

-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증상 악화 

- 증상이 발작적이고 아침에 심하며 맑은 콧물이 나옴 

- 원인물질에 노출되면 증상이 반복되므로 봄, 가을 등 환절기에 심

해짐 

- 가족 중 비슷한 증상 가진 사람이 있으며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함 

비염의 분류  1. 알레르기 비염 

①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Perennial allergic rhinitis) 

- 증상이 특정한 계절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일년 중 어느 계절

에나 나타남 

- 증상이 일년 내내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 증상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이어서 항상 입을 벌리고 호흡하거나, 코

를 곪 

②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Seasonal allergic rhinitis) 

- 원인 알레르겐과 접촉하는 특정한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남 

- 대부분 꽃가루가 원인 

③ 직업성 알레르기 비염(Occupational rhinitis) 

-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먼지, 가스, 증기, 연무 등이 코점막에서 알레

르기 염증반응을 일으켜 발생 

-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정도와 기간에 따라 양상 매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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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성 비염(Infectious rhinitis) 

급성 만성 

주로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하며,  

세균은 Streptococcus 

pneumonia, Hemophilus 

influenza가 가장 흔함 

- 

결핵, 나병, 매독 등 만성질환을  

앓을 때 그 원인균에 의해 유발됨 

만성 감염성 비부비동염(chronic 

infectious rhinisinusitis)는 코 막힘, 

누런 농성 콧물, 안면통, 후각장애 

등이 8-12주 정도 지속됨 

3. 특발성 비염(Idiopathic rhinitis) 

- 향수, 표백제, 솔벤트 등의 강한 냄새나 담배연기, 먼지와 같은 자극

제, 온도와 습도의 면화 등과 같은 비 특이적 요인에 의해 유발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하여  

- 비염 중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 최근 거주환경의 변화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약 10-15

년의 기간 동안 기관지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이 2배로 증가 

- 전 국민의 약 20%가 겪는 흔한 질환이며 삶의 질이 나빠짐 

➢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  

① 집 먼지 진드기 

-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 

- 25도 정도의 온도와 80% 상대습도에서 가장 잘 번식 

-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인설을 먹고 살며 침대 매트리스, 양탄

자, 천으로 된 소파, 옷, 이부자리 및 자동차 시트 등에 많이 존재 

② 꽃가루 

-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까지는 화분이 많이 날림 

-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대기중의 꽃가루가 거의 없음 

③ 곰팡이균 

- 주거지의 옥외나 옥내에 공통적으로 분포 

- 늦여름과 초가을에 토양이나 과일 껍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라도스포리움과 알테나리아, 습한 지하실, 실내 화초나 목욕탕 

등 실내에서 잘 자라는 옥내 곰팡이인 누룩곰팡이 등 

④ 동물 

- 동물털, 인설, 깃털, 타액, 뇨 등이 원인물질 

- 실내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로부터 발생되는 항

원이 중요함 

- 고양이는 항원성이 매우 강하여 알레르기성 비염을 자주 일으킴 

⑤ 곤충 

- 바퀴벌레의 항원이 흡입될 경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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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 3가지 요소  

  : 알레르기성 체질, 알레르기 반응의 항원이 되는 원인물질, 유발인자 

- 알레르기 체질은 유전적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조절 불가 

- 원인물질과 유발인자를 회피하거나 환경을 조절하고 면역치료를 하여 

저항력을 키워줘야 하며,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시 대증치료 

시행 

1. 회피요법 

- 알레르기 질환 일으키는 원인물질 밝혀지면 원인물질 회피가 가장 

좋은 치료법 

- 집 먼지 진드기 : 담요,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 다습한 환경 피함. 청소는 환자가 방 안에 없을 때 하며, 빗자

루를 쓰는 대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걸레로 닦음. 

- 꽃가루 : 화분이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잘 닫으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 동물 털 또는 비듬 : 회피요법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및 예방법이며 

회피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 착용 

2. 환경요법 

- 자극에 의해 코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모든 자극으로

부터 멀리 하는 것이 좋음 

- 특히 찬 공기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 담배연기, 방향제나 스프레이 

등을 피함 

3. 대증요법 = 증상 호전 

① 항히스타민제 

② 국소용 스테로이드 

③ Cromoglycate, Nedocromil sodium 

④ Alpha adrenergic agonist 

⑤ 항콜린제 

⑥ Leukotriene 길항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알레르기 비염약 

- 크게 먹는 약과 코에 직접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음 

1. 경구 치료제 

- 코 외에 눈이나 피부에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 먹는 약 선택 

- 약국에서 보통 판매하는 알레르기 약은 항히스타민 성분 

- 눈이나 피부 가려움을 동시에 호소하는 환자는 환절기에 매일 복용

하는 것이 좋음 

- 먹는 비충혈 제거제 : 고혈압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사용 

제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성질 때문에 심계항진, 빈맥, 고혈압, 

두통, 불면, 불안, 배뇨곤란 등의 부작용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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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히스타민 성분의 경구 치료제 

 코 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졸릴 수 있음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이나 로라티딘 성분 약은 졸림

이나 입마름의 부작용이 적은 편  

 대체약으로 나잘 스프레이 선택 

2. 나잘 스프레이 

- 코 막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코에 직접 뿌리는 약 선택 

- 약국에서 판매하는 나잘 스프레이에는 비충혈 제거제 성분이 들어감 

(eg. 오트리빈) 

- 코 안에 부종을 줄여서 코 막힘 증상을 빠르게 개선 

-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난 경우 잠시 사용 

중단 

- 약을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 약물 반동현상이 나타나 코 막

힘 더 심해질 수 있음 

- 하루 최대 3번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하며 일주일 이상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자기 전 누우면 코 막힘이 심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은 취침 전에 뿌

리는 것이 좋음 

약국에서  

처방받는  

알레르기 비염약 

① 1세대 항히스타민제 

- 페니라민, 메퀴타진 성분  

- 항히스타민제 중 졸림 부작용이 나타나는 대신 강력하게 알레르기 

억제 반응을 나타냄 

② 류코트리엔 억제제 : 몬테루카스트 성분약 

③ 스테로이드 성분약 

➢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비염 스프레이 

ex) 옴나리스 나잘 스프레이, 나조넥스 나잘 스프레이 

- 강력한 면역 억제제로 코 점막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고 국소적으로 작용해 전신 부작용 줄임 

- 약의 흡수율이 낮아 최소 8일 이상 사용해야 효과 나타남 

- 3주 이상 꾸준히 사용할 것을 권고 

-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증상에 모두 효과가 있음 

출처 • 만성 비염 | 질환백과 | 의료정보 | 건강정보 | 서울아산병원  

http://www.amc.seoul.kr 

• 종합질병정보 |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 

• 알레르기 비염약 먹는 게 나을까? 뿌리는 게 나을까? - 헬스컨슈머  

http://www.healthum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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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3. 피로회복제 및 숙취해소제  

피로에 관하여  1. 피로의 정의 

- 지치고 탈진되며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 평소보다 낮은 강도의 활동이나 일을 한 후나 충분한 휴식 후에도 

상당한 피로가 느껴질 경우 병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증상 : 집중력 또는 기억력 장애, 감각 이상, 탈진 등 

2. 피로의 원인 

① 생활 양식 : 수면부족, 과로, 부적절한 식사 등 

② 심리적 요인 : 우울, 불안 

③ 신체적 요인 : 갑상선 저하증, 당뇨, 뇌하수체 기능부전, 만성 신부전,  

                   간 기능 저하, 결핵, 악성 종양이나 심한 빈혈 등 

④ 만성피로증후군 : 특별한 원인 없음 

3. 피로의 치료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 취함 

- 원인을 파악 후 치료 

- 특별한 원인이 없는 만성피고증후군의 경우 항우울제나 부신피질호

르몬제 등의 약물 치료 시도 

피로회복제란?  - 피로 회복제는 인체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작용  

- ‘자양강장제’라고도 불림 

- 비타민 복합제, 아미노산 제제, 간기능 개선제, 카페인, 자하거(인태반)

제제, 한약제제 등 다양한 약물이나 영양소, 생약 원료가 단독 또는 서

로 복합되어 피로 회복 목적으로 사용 

- 영양을 공급하여 영향 보충 생리기능 활성화 또는 원기 회복 등을 통

해 피로 감소  

피로회복제의  

종류  

1. 비타민 복합제 

- 비타민 : 면역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대사 활성화 

         Cf. 비타민B는 비타민A와 B, C, D, E 중 피로를 가장 빨리  

            개선시키는 영양소로 활발한 신진대사와 피로물질의  

            축적을 막아 피로 회복  

효과 나타냄 

- 간기능 개선제 : 저하된 간기능 개선시켜 체내의 대사, 해독, 면역작

용 등을 촉진 

- 아미노산 제제 : 인체의 수많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성분의 보

충과 피로유발물질 발생 억제 

- 카페인 : 중추신경계를 각성시켜 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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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성분 제품명 

비타민 복합제 
아스코르브산(비타민C), 

비타민B, 미네랄 

아로나민, 삐콤씨, 

임펙타민, 엑티넘, 

메가트루 

간기능 개선제 

+ 비타민 

간 가수분해물, 우르소데옥

시콜산, 비타민B 
리버샷 

간기능 개선제 

+ 비타민 

+ 아미노산 

우르소데옥시콜산,  

비타민(이노시톨, 티아민), 

타우린(아미노산)  

복합 우루사 

카페인 

+ 비타민 
카페인, 비타민B 

원비디, 자황 

구론산바몬드, 

아미노산 

+ 비타민 

L-아르기닌 염산염, 

L-리신 염산염, 비타민 
아미노포르테, 큐업 

2. 자하거 제제      ex) 자하생력, 유니쎈타 

- 기능 : 인체의 혈과 기를 보충해 피로 회복 

- 주성분 : 자하거 추출물, 비타민B, 카페인 등 

3. 한약제제        ex) 쌍화탕, 공진단 

- 기능 : 다양한 한약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면역 증강과 원기회복

의 효과를 나타냄 

- 주성분 : 당귀, 황귀, 인삼, 녹용 등 

피로회복제  

복용 시  

주의사항 

- 피로회복제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명백한 약이라는 것을 유의 

- 상시 복용할 경우, 의존성이 생겨 더 많이 자주 복용해야 하고 반나절 

정도 빼먹는 경우 오히려 피로가 생김 

➢ 카페인 

- 고용량 복용 시 소화성 궤양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과량 복용 주의 

- 각성효과로 단기적으로는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각성효과가 점점 줄며 피로를 느끼게 됨 

- 이뇨작용으로 탈수 증상 유발 

-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수축으로 심혈관계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 

➢ 비타민 

- 비타민B2(리보플라빈)은 뇨 색깔을 황색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 임상

검사치에 영향 줄 수 있음 

- 비타민C는 혈당 측정 방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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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 위장이 약한 환자는 위장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음 

- 식욕부진,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악화할 수 있음 

➢ 간장약 

- UDCA(우루소디옥시 콜린산) 성분이 있어 담석증 및 간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며 간에 의한 피로감을 덜어주긴 하지만 모든 피로를 근본

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님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정보 > 피로 

http://www.snuh.org/ 

• 약학정보원 > 약물백과 > 피로회복제  

www.health.kr/Menu.PharmReview/_uploadfiles/피로회복제.pdf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http://www.cmcseoul.or.kr 

• 아주대학교병원 - 질병 정보 

http://www.ajoumc.or.kr 

 

  

http://www.health.kr/Menu.PharmReview/_uploadfiles/피로회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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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에 관하여 1. 숙취의 정의  

숙취란, 술에 몹시 취한 뒤의 수면에서 깬 후에 특이한 불쾌감이나 두통, 

또는 심신의 직업 능력 감퇴 등이 1~2일 간 지속되는 현상 

2. 증상  

- 주요 증상: 두통, 근육통, 메슥거림, 구토, 현기증, 집중력 저하, 구갈, 피

로감, 포만감, 과흥분증, 초조 및 우울증상, 발한 등 

- 알코올 숙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하여 거의 제로 부근에 이를 

때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 

3. 기전  

 

① 아세트알데히드 

- 술의 에탄올은 간에서 ADH(알코올 탈수소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

히드가 되어 체내에 축적되면 숙취 초래 

- 아세트알데히드는 반응성이 매우 높고 독성이 강해 알코올성 간장

애의 주원인 물질임 

-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ALDH(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 후 소변으로 배설됨 

② 발효부산물질 

- 발효 및 증류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숙취를 더 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보드카 또는 진과 같은 맑은 주류보다 어두운 주류인 브랜디 위스

키 및 붉은 와인에 더 많이 존재 

③ 착향료 및 첨가물질 

- 주류의 풍미를 위해 가하는 착향료 및 첨가물질도 간 대사에 영향

을 미쳐 숙취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음 

④ 염증반응가설 

- 건강한 사람이 과음으로 숙취상태가 되면 인터루킨10, 12, 인터페

론 감마 등의 사이토카인 수치가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 

-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 사이토카인을 주사 시 숙취와 비슷한 증상

이 나타났고, 기억력 또한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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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란? 최근까지도 알코올 숙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의약품은 개발되어 있지 않

은 상태이며, 주로 간장보호제가 음주 후 간장 보호 및 숙취해소제로 이용

되고 있음 

➢ 숙취해소제에 첨가되는 성분들의 기능 

- 알코올 흡수 억제 

- 알코올 대사 촉진시켜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 알코올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고 위장점막을 도포하여 알코올에 의

한 위장점막손상 방지 

- 장내 소취작용이 강해 음주 후 술, 음식 냄새를 제거하고 장내 유해

성분의 생성 억제 

- 장내 정상균총을 유지하고 대장 증상 완화 

숙취해소음료   1. 헛개나무 추출물 

- 기능 : 알코올 분해효과 증가, 혈중 AST 농도 저하, 헛개열매 추출물 

농도 증가에 따라 ADH 및 ALDH 활성화 

상품명 헛개컨디션 헛개파워 

주성분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미배아발효추출물에스, 

컨디션 농축액 (귤나무열매껍

질, 감초뿌리, 모창출뿌리줄

기, 생강) 등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농축사과즙, 사양벌꿀, 

댕댕이나무열매농축액, 

미배아복합발효추출액 등 

맛,  

특징 

한약 맛이 나지만 달고 새콤함, 

약과 음료의 중간 맛, 마지막에 쓴맛이 남 

2. 강황 추출물 

- 기능 : 혈중 AST 저하, 담즙분비 촉진을 통해 간 독소 배출, 아세트

알데히드 혈중농도 40% 감소, 음주 후 두통에 도움, 커큐민의 강력

한 항산화 효과로 간세포 손상방지 

상품명 모닝케어강황 강황의힘 

주성분 

인도산 강황추출물,  

쌀눈대두 발효추출물,  

마름엑스분말, 사양벌꿀 

밀크씨슬추출물에스,  

사과농축과즙, , 칡추출농축

액, 과라나추출분말 등 

인도산 강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마누카꿀, 

코코넛꽃액즙추출물, 깔라만

씨농축액 등  

맛,  

특징 
생강차 + 혼합과일 맛 

새콤한 맛 

진한 노란색의 고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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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엉겅퀴 추출물     ex) 조아엉겅퀴 

- 기능 : ALDH 활성 증가, 담즙생성 촉진, 소화불량 완화, 부종 완화,  

      요소 배출 촉진 

4. 마름, 황칠목, 오리나무 추출물 

상품명 엑스솔루션 내일엔 여명808 

주성분 

마름추출물, 헛개열

매추출물분말, 미배

아복합발효추출액, 

강황추출액 등 

황칠목추출분말, 모

과농축과즙, 사과농

축과즙 타우린, 비

타민C 

여명농축액(오리난

무, 대추, 생강), 혼

합농축액(개암, 박, 

꿀, 마가목의열매, 

감초, 갈화)  

맛,  

특징 

인체 적용시험에서 

음주 후 블랙아웃 

증상 경감 확인 

과일향,  

액상과당과 프락토

올리고당이 있어서 

많이 단편 

달달한 한약맛 

. 

간보호제  1. 액상형 간 보호제 대표 제품 

① 하이간액 

- 주성분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수화물(DAB) 3g 

- 기능 : 오르니틴 → 요소회로 구성물질로 암모니아 해독 

    아스파르트산 → TCA 회로 ETS 관여 에너지 생성 및  

                    간 회복 

② 헤포스 

- 주성분 : 시트르산수화물 2.94g, 베타인 5.00g,  

         베타인염산염 5.00g, L-아르기닌 7.31g 

- 기능 : 시트르산 → TCA 회로에 관여 에너지 생성 및 피로회복 

     베타인 → 담즙분비 촉진, 해독 

③ 레보골드 

- 주성분 : L-오르니틴염산염 60mg, (산제)L-아르기닌염산염 120mg,  

        (액제)L-시트룰린 60mg 

- 기능 : 요소회로 주요 요소 3종을 모두 함유하여 간질환 및 해독에  

      효과적 

2. 간세포 보호 및 재생에 도움되는 제품 

➢ 밀크 씨슬 

- 기능 : 간해독에 중요한 항산화제인 실리마린과 실라빈 함유 

   간세포 재생에 도움, 간세포 내 글루타티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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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위장약 1. 속이 메스껍고 쓰리며 울렁거릴 때 복용 가능한 약 

① 겔포스 

- 주성분 : 인산알루미늄 겔(EP) 61.9g 

- 기능 : 제산작용으로 속 쓰림 개선 

② 반하사심탕 

- 주성분 : 반하, 황금, 건강, 백삼, 감호, 대추, 황련 

- 기능 : 숙취, 트림, 속쓰림, 구내염, 신경과민 등 

2. 구역, 구토, 살살 아픈 복통, 무른 변에 복용 가능한 약 

➢ 트리메부틴 

- 주성분 : 트리메부틴말레산염 150mg 

-  기능 : 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등 완화 

주의사항  - 현재 건강기능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숙취해소제로 허가된 것은 없고 전부

 임상적 근거가 약함 

- 대중 광고를 통해 마치 숙취해소 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간 기능 보조제로 허가됨.  

- 혈중 당류의 부족이 숙취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의 

숙취해소제에 설탕 함류량이 다소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대사증후군 환자 및 비만 환자들은 신중히 복용해야 함 

- 약국 임상에서 숙취 음료를 선별 시 간기능의 회복정도, 설탕의 함유 정도

를 숙지하고 복약지도 필요 

출처 • 황혜진 약사, ‘[대한약사저널] 숙취해소음료 시즌이다...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약사공론 (2020-12-08)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8288&category=H 

• 두산백과, 숙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6098&amp;cid=40942&a

mp;categoryId=32799 

• 김성철, 숙취해소제의 진실, 약학정보원 PHARMREVIEW 

• 홍승우, 녹십자, 짜먹는 간장약 ‘하이간’ 출시, 매일일보 (2017-07-03)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78 

• 약사가 추천하는 약국 숙취해소제 꿀조합 – YouTube 

• 놀라운 밀크씨슬의 효능  

Hppt://www.mercola.com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8288&category=H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6098&amp;cid=40942&amp;categoryId=3279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6098&amp;cid=40942&amp;categoryId=32799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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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4. 올바른 피임약 복용법  

여성의 생리주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두 가지 성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  

여성의 생리주기가 조절됨  

- 에스트로겐 : 생리주기의 전반부에 증가하여 자궁내막을 두텁게 함 

- 프로게스테론 : 생리주기의 후반부에 증가하여 두텁게 준비된 자궁내

막을 발달, 유지시켜 수정란의 착상이 잘 되도록 준비하는 역할 

 

-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두 호르몬이 

감소하여 자궁내막이 탈락되어 몸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됨 = 월경 

피임약의 용도  1. 피임 : 임신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월경주기 조절  

  : 월경 불순인 여성이 주기를 정확히 하거나 미루기 위해 사용합니다. 

3. 월경 증후군 완화  

: 월경 불순으로 인해 쌓인 생리혈이 월경통을 유발하는데, 피임약으로  

 주기를 맞추어 월경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4. 기타 : 난소암, 자궁내막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피임약과  

복용 방법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단상성 21일형 

경구피임제의 보편적 

복용법 기준) 

 

1. 성분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프로게스틴 

         Cf.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합성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 합성 프로게스테론 

2. 작용 기전 

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복합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여 음성 되먹

임 조절을 통해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GnRH)분비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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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하수체에서 난포자극호르몬(FSH)과 황체형성호르몬(LH)의 분비

를 저하시키므로 난포의 성장과 배란을 억제하여 피임효과 

② 에스트로겐 : 뇌하수체에서 난포자극호르몬 (FSH)의 분비를 억제하여  

            난포의 성장을 억제함 

③ 프로게스틴 : 자궁경부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켜 정자가 자궁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 줌 

④ 수란관의 운동성을 감소시켜 난자의 이동 및 수정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 착상을 억제 (수정란이 착상하기에 부적합하게 하여

피임효과 나타냄) 

3. 복용 방법 

- 월경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매일 1정씩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함 

- 경구 피임약의 복용을 하루 잊었다고 피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는 않지만 복용을 잊은 시기에 FSH가 분비되면 그 이후에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해도 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여 피임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음 

➢ 제제별 복용방법 

- 21/7일 제제 : 매일 정해진 시간에 1정씩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중단한 후 8일째부터 새 포장을 다시 복용 시작 

- 28일 제제 : 21 개의 호르몬 피임제와 7 개의 위약(placebo) 

- 24/4일 제제 : 24일간 호르몬제와 4개의 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순서대로 복용하고 휴약기 없이 연달아 복용 

* 주기 조절 목적의 복용  

   : 월경 예정일 약 1주일 전에 하루 한 알씩 같은 시간에 복용 

복용을 까먹은 

경우 대처 방법 

- 12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 생각난 즉시 1정 복용 => 다음 복용 그대로 진행 

- 12시간 이상 경과되었을 때 : 즉시 복용(단, 1,2주차일 때) 

- 2정을 연속 복용하지 못한 경우 

  : 2일동안 2정씩 복용 + 7일간 추가 보조 피임법 (콘돔 등) 시행 

- 3주차에 빠뜨린 경우 : 새 포장의 피임제로 복용을 다시 시작 

피임약 부작용  

및 주의사항  

- 피임약 자체가 산모, 태아에게 주는 위해성 없음 (기형아 출산에 큰 영

향 X) 

- 정맥혈전색전증 과거력을 가졌거나, 분만 후 출혈, 제왕절개 수술 직후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진 산모는 출산 후 6주까지 경구 피임약 사용 시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증가 

- 피임제 복용으로 성병이나 AIDS가 예방되지 않으므로 콘돔을 같이 사

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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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의 

약물 상호작용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CYP3A4에 의해 대사를 받음  

➔ CYP inducer와 함께 복용 → 피임 효과 감소 

➔ CYP inhibitor와 함께 복용 → 피임 효과 증가  

1.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  

- 항생제 (penicillin 계, tetracycline 계)  

: 장내세균의 파괴로 에스트로겐의 level 이 낮아져 효과 감소 

- 뇌전증약물 (phenytoin, carbamazepine, oxcarbamazepine,  

barbiturates, primidone, topiramate, felbamate)  

- 항결핵약물 (rifampicin, rifabutin), 항진균제 (ketoconazole) 

- 기타 : 감초, St. John’s Wart  

2. 효과가 증가하는 경우  

- 자몽주스  

: CYP3A4 를 억제해 피임약의 대사를 억제시켜 효과를 증가 

- 기타 : 타이레놀, 에이즈 치료제, 비타민 C  

피임약 부작용 및 

대처방법 

① 구역, 복부팽만 : 3개월 내 보통 개선되는 증상이나,  

                필요 시 에스트로겐 함량이 적은 제품으로 변경함 

* 복용 후 3-4 시간 이내 구토를 했을 경우,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  

  따라 재복용 

② 오심 : 자기 전에 복용하거나 식후에 복용 시 증상 경감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 시 증상이 감소함) 

③ 여드름, 지성피부, 다모증  

   : 안드로겐 활성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선택해 조절 

④ 무월경 : 임신 여부를 확인해보고 임신이 아닌 경우,  

        에스트로겐 활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함 

⑤ 부정기적 출혈  

: 부정출혈 부작용은 몸에 해롭다는 신호가 아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부정출혈이 일어난다 하여 경구 피임제의 복용을  

멈추지 않아야 함. 꾸준히 복용하면 점차 증상이 가라앉으며, 매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면 부정출혈을 줄일 수 있음 

⑥ 식욕증가, 체중증가, 복부팽창, 변비  

  : 프로게스테론 활성이 낮은 제품 선택함 

⑦ 월경통, 월경과다  

   : 에스트로겐 용량이 적거나 또는 프로게스틴 용량이 많은 제품을  

     고려해 관리함, 복용 주기를 연장하거나 휴약기간 없이 지속적 

     으로 경구피임제를 복용, 월경통이 있을 경우 NSAID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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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제  

(=사후피임약)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은 성분부터 다른 온전히 다른 약입니다. 

사후피임약을 사전피임약의 대체약으로 생각하거나 사후피임약을 사용할 

것이니 피임을 하지 않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후피임약은 응급 시 

복용해야 합니다. 

1. 성분 : 고농도의 레보노르게스트렐 또는 울리프리스탈  

          (두 성분 모두 프로게스트론 작용) 

2 작용 기전  

① 레보노르게스트렐 : 자궁 경관 점액의 점성이 증가 → 정자 이동 방해 

② Ulipristal acetate :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절제(selective 

progesterone receptor modulator)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을 방해 

3. 피임률 : 성관계 후 가급적 빠르게 복용하는 것이 높은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95% : 24 시간 내 복용 시 

- 85% : 48 시간 내 복용 시 

- 58% : 72 시간 내 복용 시 

※ 주의사항 

- 1번의 생리 주기 중 1회만 사용 가능 

* 사후피임약은 고농도의 호르몬 제제이므로, 한 달에 2회 이상 복용 

시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 번의 복용으로는 한 번의 성관계만 보호해 줄 수 있음 

- 이미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신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피임 효과가 

낮아 임신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 3 주 후에도 생리가 없으면 

임신인지 확인해야 함 

- 응급피임제를 복용한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임 효과가 

없으므로, 바로 다음날부터 정규 피임방법(예: 사전피임제, 콘돔, 

자궁내장치 등)을 사용해야 함 

- 응급피임제를 한 주기에 반복 사용하는 경우는 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함 

(사전피임약은 장기적 복용이 가능하여 지속적 피임 가능)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 안전사용정보 > 안전사용교재 > [피임제 복약지도 

매뉴얼(약사용)] 

https://nedrug.mfds.go.kr/pbp/CCBFC03/getItem?tchmtrId=SU20191124

0034#SU201911240034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pbp/CCBFC03/getItem?tchmtrId=SU201911240034#SU2019112400341
https://nedrug.mfds.go.kr/pbp/CCBFC03/getItem?tchmtrId=SU201911240034#SU20191124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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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 폐의약품 처리 방법  

폐의약품이란? -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의약품 

-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 

의약품의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플라스틱통 약 
완제품 개봉 후 1년 

소분 6개월 

조제약 

알약 
일반적으로 2개월 

(약에 따라 다름) 

가루약 
일반적으로 1개월 

(약에 따라 다름) 

시럽 
완제품 개봉 후 28일 

소분 14~28일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연고 
완제품 개봉 후 6개월 

소분 1개월 

- 유효기간 이내이더라도 성상(상태, 색, 냄새 등)이 변한 것은 사용 금지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약을 버려야 하는 경우  

- 알약 : 코팅이 녹아 있거나 외형이 변형된 경우 

- 크림, 연고류 :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나 오염된 경우 

- 시럽, 가루약 :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가 생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면  

생기는 문제  

1. 약의 효과 감소  

ex) 습기에 약한 아스피린은 습기에 노출되면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약효가 빨리 줄어듦 

2. 안전성 문제  

ex)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클리코사이드와 같은 일부 항생제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신장에 해로운 독성물질로 변할 수 있음 

ex) 액체 의약품의 경우 세균이 번식할 수 있음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방법 

① 종류별 구분하기  

- 알약 : 포장된 비닐, 종이, PTP케이스(알약 10개가 한 구멍에 하나씩  

       들어있는 판)는 따로 분리수거하고 약만 비닐봉지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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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약과 캡슐 : 가루약은 약포지 상태 그대로 가져가 배출하고  

                캡슐은 캡슐 안에 들어있는 약만 따로 꺼내 담는다.  

- 시럽형 약물 : 플라스틱 같은 통에 한꺼번에 모아서 담는다.  

- 천식 흡입제, 코 스프레이, 연고, 안약 등 특수용기에 보관된 약  

: 무리하게 내용물을 비울 필요 없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간다. 

② 약국이나 보건소에 전달,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 

잘못된 폐의약품 

처리시 발생하는 

문제점 

1. 토양 및 수질 오염 

2. 항생물질로 인한 생태계 교란  

- 항생제 내성균 확산  

- 식수와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어 만성 독성 유발  

3.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개인정보 유출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 

- 2018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

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하는 비율(55.2%)은 ‘약국, 보건소 등에 반

환’하는 비율(8.0%) 보다 훨씬 높았음 

- 또한 불용의약품의 처리방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25.9%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74.1%)은 잘 모르고 있어 수거율을 높이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남 

- 2010년 유사한 선행 설문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폐의약품의 처리에 

대한 인식, 실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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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현황 

 

- 가정에서 약국 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정 장소로 운반 및 보관 후 

소각처리 

- 폐의약품 운반 및 보관 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지자체, 제약회사, 

의약품 유통업체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약국, 보건소 등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량 소각되나,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질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되어 매립되는 경우도 있음 

서울시 폐의약품  

수거 정책 

- 2026년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의무화 전망 

- 2021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는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 500

여곳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 배포함 

- 2022년 5월중으로 수거함 설치 위치를 '스마트 서울맵'에 표시해 폐의

약품 배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보다 편리하게 수거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 안내 표지판을 제

작해 배부하는 등 시민의 배출 편의성 증대할 예정  

출처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의 보관기한  

• 정재훈,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약이야기’, 약업신문 (2019-01-16) 

• 이민선, ‘[약 이야기④] 먹다 남은 약, 약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 그

린포스트코리아 (2020-10-08)   

• 한국소비자원 안전 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2020.12) 

• 박현봉, ‘약국 폐의약품 수거 역부족..."활성화 약물, 생태계 교란"’, 약사

공론 (2017-02-09) 

• 백수원, ‘“이거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안 돼요?”... 남은 약 어떻게?’, 

아시아투데이 (2019-03-21) 

• 임채규, ‘아파트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되면 약국 부담덜까?’, 약사공론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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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 의약품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1.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 

  : 의약품정보, 질병정보, 병용 금기 및 상호작용 등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음  

I. 의약품 이름으로 검색하기 

① ‘의약품 검색 - 의약품 상세 검색’ 카테고리 

② 제품명을 입력하여 기본 정보, 허가 정보, 복약 정보 등 확인 가능 

  II. 의약품 모양으로 검색하기  

① ‘의약품 식별-식별 검색’ 카테고리  

② 약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거나 식별 마크 선택 

③ 색, 모양, 제형, 분할선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제품 정보를 확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카테고리에서 최근 1년간의 투약  

  내역을 확인가능 

- 나의 투약 이력 중 조제 일자 또는 조제 기관을 클릭하면 조제 내역이  

조회되고, 제품명을 클릭하면 제품 정보(성분, 함량, 복약 지도,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주의사항)를 확인할 수 있음  

3. 의약품 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제품 정보’창에 제품명을 입력하고, ‘e약은요’에서 제품 정보  

확인 가능  

4.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http://biz.kpis.or.kr) 

5. 드러그인포 (http://www.druginfo.co.kr)  

애플리케이션  1. 약학정보원  

- 플레이 스토어에서 ‘의약품 검색’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실행 

- 제품명이나 성분명, 약의 모양으로 검색 가능함  

2. 파프리카 케어  

-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실행  

-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찍어서 올리면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병원 방문 기록, 약제 기록 저장 가능  

기타  1. 휴일 지킴이 약국 (http://www.pharm114.or.kr) 

2.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3. 중앙응급의료센터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