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바로 알기 캠페인 참가후기 

Medicine Awareness Campaign (MAC) 

 

행사개요  

 일시 및 장소  

- 서울 : 2019년 5월 4일 (토) / 여의도 한강공원 

- 대구 : 2019년 5월 25일 (토) / 대구 두류공원  

 일정 

시간 내용 

13:00 ~ 15:00 의약품 지식 피켓 스터디 

15:00 ~ 18:00 시민들께 의약품 지식 및 기념품 전달 

18:00 ~ 20:00 뒷풀이 

 

 

글 정채헌 (중앙대)  

의약품 바로 알기 캠페인(Medicine Awareness 

Campaign, MAC)은 KNAPS에서 매년 5월에 진

행하는 캠페인이다. MAC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약사의 인식

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올해 

MAC은 ‘WITH Medicine(With me, with 

medicine)’를 테마로 하여, 의약품이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환경

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캠페인은 5월 4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3시 30

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시민들을 대상으

로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캠페인에서 전달할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에 

제작된 피켓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내

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

다.  

올해의 테마에 맞추어, ‘약물상호작용’, ‘올바른 피

임약 복용법’,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

보 전달’,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이라는 네 

가지 소주제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MAC 참가자

는 총 여덟 개의 조로 나뉘어, 두 개의 조가 하나

의 소주제를 담당하여 관련 내용을 준비했다. ‘약

물상호작용’에서는 물 이외의 다른 음료와 특정 

약을 함께 복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이야기

하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

바른 피임약 복용법’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구용 

피임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엇인지, 그

리고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 약국

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차이에 관한 내용

을 준비했다. 우리 조는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방

법’을 담당하여, 피켓 활동에서는 다양한 약의 사

용기한과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언급할 것을 계

획하였다. 부스 활동에서는 작은 게임을 진행하여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목표로 삼았다.당일 

한강공원은 화창한 날씨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 

친구. 연인들로 가득 찼다. 우리 조는 다양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았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다시 가져다주어



 

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지만, 처

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 조는 제대로 폐의약품을 처리하지 

않았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

기해 드렸고, 꼭 다시 약국에 가져다 달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였다. 부스에서는 약국, 쓰레기통, 그

리고 폐의약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그림이 그려진 3개의 박스 중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이라 생각되는 박스에 공을 던져 넣는 

작은 게임 을 진행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

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직접 부스로 찾아와 주셨

고,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

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캠페인을 통

해, 시민들이 가지는 약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

러한 내용을 듣거나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

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MAC을 통해 하루 동안 

마주한 사람은 몇 십 명에 그쳤지만, 이러한 지속

적인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약품과 

약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보건 

향상으로 향하는 긍정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 

MAC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약사란 무엇

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다. 시민들이 약을 어려워하지 않고, 약사가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MAC에 참여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출처 : KNAPS 2019-20 Newsletter pg.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