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

제대로 약 복용하기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은 이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1

2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 복용할 약이 너무 많습니다!

– 약 복용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 약을 다 복용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할일

• 당뇨병, 고혈압 및 과다한 콜레스테롤은 증상이 없어도
신체에 손상을 줍니다.
• 의사의 지시나 상담 없이 함부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약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하거나 복합제로 바꿀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매일 약을 복용하는 횟수를
줄이는 등).
• 약사에게 알약 보관함 또는 블리스터 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병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진료 당일
모든 약병을 가지고 오십시오.
•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의사 또는 약사에게 모든 약과 복용
시기가 나열된 "약 복용 일지"를 요청하십시오.

3

약값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약값을 댈 여유가 없습니다.

– 그저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적게
복용하겠습니다.

Korean

• 저렴한 복제약 형태로 제공되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본인에게 무료 의약품 수혜 자격이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경우 자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당뇨병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

제대로 약 복용하기
문제

4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 약 리필을 잊었습니다.

– 여행 도중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5

약 복용을 자주 깜빡합니다.

할일

• 한 번에 최대 3개월 분량의 약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 약국 또는 건강 보험에 알림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리필
서비스가 되는지 문의하십시오.

•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매주 약병에 남은 약을 확인하십시오.
약이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되면 의사나 약사에게 전화하여
제때 리필을 받으십시오.
• 약 복용을 상기시켜주는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 칫솔이나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메모를 남기십시오.

• 매일 또는 매주 알약 보관함을 사용해 약을 정리하십시오.
6

–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 약 관련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의사는 다른 약으로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약 라벨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많은 약국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라벨을 인쇄하거나 더 큰
글자로 인쇄하거나 용기에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망스럽습니다.

• 직장이나 집에서 개인 공간을 찾아 약을 복용하십시오.

이 약은 약효가 없습니다.
– 전보다 지금 몸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7

8

–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 의사나 약사가 지시하지 않는 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약은 본인만 아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단, 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당뇨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health/diabetes를 방문하십시오.
Korean

의사를 찾거나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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