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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문의약품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기록하고 다음에 약을 처방받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약과 비슷한 계열의 약은 처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약 구매 기록조차 남지 않아 어떤 약을 언제 처방받았는지 모르고 부작용을 관리할 수 없어 불편함

을 겪는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어플은 처방내역과 복약관리, 약 추천, 약국 찾기로 구성된다. 일반의약

품을 처방받은 날짜와 시간, 증상, 효과, 부작용에 대하여 기록하며, 기록을 분석하여 증상에 대한 약을 추천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 투약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환자가 주체

가 되어 질병을 개선할 수 있다.

키워드: 일반의약품(OCT drug), 등록(Register) 및 사용관리(management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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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은 다양한 요인과 

직결되어있지만, 그중에서도 건강과 약품은 더욱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전문의약품은 처방내역이 병원에 남지만 일반의약품은 구매한 

내역이 남지 않는다. 약의 부작용 측면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나타난 부작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부작용 모니터링이 비교적 힘들다.

일반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대한 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이벤트를 진행하여 부작용 보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약 2만 2000개의 약국 중 2021년 1월에 보고한 참여한 

약국은 385곳으로 참여율도 매우 낮다(Table. 1).

그래서 이 연구개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내역을 기록하고 

일반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보고 실생활에

서 쓸 수 있는 의약품 어플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 잠여약국 보고건수

서울 73 378

부산 12 57

대구 84 273

인천 32 90

광주 9 12

대전 11 95

울산 6 35

경기 107 424

강원 4 19

충북 6 8

충남 4 8

전북 7 30

제주 4 17

경북 9 39

경남 7 26

합계 385 1,545

Table 1. OCT drug side effec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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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이를 보완하는 앱을 직접 구현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주어 스스로 약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개인에게 

효과적인 약을 추천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욱 적합한 

약을 개발해서 제공하며 환자 스스로 투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같은 증상에 복용하는 약이라도, 약의 성분에 따라 개인에게 나타나

는 효과가 달라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적합한 약을 추천해주는 

어플을 필요로 한다.

현재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처방받

은 전문의약품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여 다음에 약을 처방받

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약과 비슷한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Figure. 1).

Fig. 1. Drug Utilization Review

III. The Proposed Scheme

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안하는 어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일반의

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약 구매 내역을 기록하고, 약 복용 시 

약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기록하며, 이를 분석하여 증상에 따른 

약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다.

영수증이나 일반의약품의 포장지에 QR코드를 함께 배부하여 해당 

QR코드를 찍으면 약의 정보를 어플로 연동하여 불러올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이미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되어 어플에서 처방전이

나 의무기록을 불러와 환자가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어플은 처방내역과 복약관리, 약 추천, 약국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처방내역은 약국에서 처방받은 일반의약품의 날짜와 시간을 함께 

입력한다. 약의 이름과 모양, 효능이나 효과, 유효성분, 주의사항 

등을 알 수 있다(Figure. 2).

Fig. 2. Main Screen(Left) & Enter Medication(Right)

복약관리는 복약을 입력하고 복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복약을 

입력할 때 시간과 증상, 효과와 부작용을 입력할 수 있고 약을 2개 

이상 복용할 시 시간 간격이나 주의사항 등을 인지하고 복약을 입력할 

수 있다.

약 추천에서는 증상에 맞는 약을 인공지능을 통하여 어플에서 

사용자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약을 추천한다. 추천해

준 약에 대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입력내용을 분석하여 약의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어 약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Figure. 3).

Fig. 3. Medication Details(Left) & Medication 

Recommendation(Right)

약국 찾기를 통하여 현재 위치와 가까운 약국의 위치와 영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이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그에 따른 

증상과 약들이 존재한다. 어떤 약의 성분이 나에게 잘 맞는지를 분석하

여 개인에게 효과적인 약을 추천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환자 스스로 투약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환자가 

주체가 되어 질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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