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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을 의료인, 약사, 지원 단체

와 함께 검토해보면 약물을 정확하게 

복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

내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내 약물 목록이 정확한가? 

약물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약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가?  

약병을 혼자 열 수 있는가?  

약물 형태(예: 정제, 물약, 알약, 캡슐)가 복용하기 쉬운

내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약물 복용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약물 복용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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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할 때마다 점검해야 할 사항  

내 약물이 맞는가? 

정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가?   예: 25mg. 

복용하는 약물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예: 오

적시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가(오전, 오후 또는 

올바르게 복용하고 있는가?  예: 씹지 말 것  

약물의 설명서에는 약물을 정

확하게 복용하는 데 필요한 모

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통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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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국만 이용하는 것이 최선 

복용하는 모든 약물의 기록 유지 

처방전의 정확성 검토 

약물을 함께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검토 

필요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확인 

열기 쉬운 용기에 약물 보관 가능 

약물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에 대한 답변 가능 

같은 약국을 이용하면 약사가 약물의 기록을 모두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약사를 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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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식사 후 또는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까?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가 있습니까? 

복용량을 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물과 함께 피해야 할 일반 의약품, 비타민 또는 약

약사에게 복용하는 약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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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나 열기가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약물을 보관  

원래 용기에 약물을 보관 - 불투명한 병이 약물을 빛으로부터 

보호  

자신의 약물을 가족이 보지 않도록 분리해서 보관  

크림, 연고, 점안액을 다른 살림살이와 분리해서 보관  

약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약사에

게 질문  

약물을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약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중요한 

지켜야 할 사항  

지켜야 할 사항  

지켜야 할 사항  

지켜야 할 사항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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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욕실에 보관 - 습기 및 열기로 효능 변화 가능  

같은 병에 다른 알약과 함께 보관 - 다른 약 복용 가능  

자신의 약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  

자녀 또는 애완동물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약물 보관  

담당 의료인과 약사의 지시 또는 약병에 나와 있는 지침이 없

는 경우, 약물을 냉장고에 보관  

피해야 할 사항  

피해야 할 사항  

피해야 할 사

피해야 할 사항  

약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중요한 지켜야 할 사항 및 피해야 할 사항 

피해야 할 사항  

열기와 습기로 인해 약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욕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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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에 도움을 주는 기술 

약물을 정리하고 복용하는 걸 기억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알약 자동 공급기는 적량의 약물을 정시

에 복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 역시 약물을 

복용할 시간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

다.  

알고 계십니까?   

알약 커터를 받거나, 약사에게 알약을 잘라달라고 부탁하거나, 흡입 보조

기, 크림/연고 도포용 도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약물 정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HgYuG0KaaYAaBM&tbnid=2Ynh_Pdkta17vM:&ved=0CAUQjRw&url=http%3A%2F%2Fwww.androidpit.com%2Fen%2Fandroid%2Fmarket%2Fapps%2Fapp%2Fcom.sigmaphone.topmedfree%2FiPharmacy-Dru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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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술이 내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기기를 찾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기를 혼자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사용을 도와

주거나 사용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가? 

사용이 편리한가? 

관리가 편리한가? 

안전한가?  이 기술을 잘못 사용했을 때 건강에 위험

쉽게 고장나는가?  튼튼한가?  얼마나 사용 가능한가?  

휴대가 가능한가? 

구입 비용이 저렴한가?  보험으로 보장이 되거나 구

입 시 도움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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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의료인, 약사 또는 지원 그룹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재처방 받기 

약물이 떨어지기 전에 재처방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

는가?  

약국에 재처방을 받을 약물이 없을 경우, 담당 의료진

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연락하는가?   

약국에서 재처방 시기에 자동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

을 제공하는지 알고 있는가? 

약물이 떨어질 시기를 추적할만한 방법이 있는가? 

처방전에 나와 있는 라벨은 약물 재처방시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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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Doc은 무

H.I. Doc®은 귀하의 건강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용 문서입니다.  H.I. 

Doc®에 최신 정보가 담겨 있는 상태로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진

료를 받을 때마다 H.I. Doc®을 의료진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H.I. Doc®을 기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의료진(의사, 간

호사, 의료 보조사)에게 지원을 부탁하십시오. 

뉴욕주 위생국 웹사이트  www.health.ny.gov/community/

special_needs/ 를 방문하시거나   B0019W@health.state.ny.us에 이

귀하의 연락처 정보 

약물, 약국 정보 및 기타 중요 정보 일체 

의사 목록 및 전화번호 

의사와 약물 정보에 관해 상의할 수 있도록 허용

된 사람의 이름  

 H.I. Doc은 다음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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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NYCDDPC의 지원을 받아 NYC OPWDD  

에서 간행했습니다.  

 
NYC OPWDD  

44 Holland Avenue, Albany, NY 12229 

전화:  (866) 946-9733    TTY:  (866) 933-4889 

  

NYCDDPC 
99 Washington Avenue, Suite 1230, Albany, NY 12210   

전화:  (800) 39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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