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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number of people traveling international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ravel health
services. Pharmacists assist travelers in preparing medications for prophylaxis or self-treatment for conditions that occur
during trave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xperiences of overseas travelers in preparing travel medications and
their willingness to get pre-travel services at the pharmacy. The survey was performed using self-reported type, 20-items
questionnaire. Adults with at least one overseas travel experiences during the past three years were enrolled from January
17, 2019 to January 20, 2019. Data were analyzed to summarize the frequency of responses using Microsoft Excel 2019.
Statistical differences in future pre-travel behavioral intentions based o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1. Of 169 respondents, 71.0% had a habit of packing travel medications. Major medications that
they packed were digestants (80.8%), analgesics (70.8%), wound healers (62.5%), antipyretics (58.3%), cold remedies
(55.8%), and anti-diarrheas (45.8%). In total, 88.2% and 79.7% of respon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future intentions to
pack travel medications and to get pre-travel consultation on travel medications at the pharmacy, respectively. People who
had experiences of on-site action during past travel to get medications to treat sicknes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willingness to get pre-travel consultation at the pharmacy than those who did have no action or no health problem ([odds
ratio 3.80, (95% confidence interval 1.64-8.79). To provide effective pre-travel health consultation, pharmacist society need
to promote people’s interest and discuss on travel medication-related tasks. This study suggests the addi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pharmacists both in pharmacy school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urricula to advance their
knowledge on travel health.
Keywords travel medication, travel health, community pharmacy, pharmacist advice, pharmacy service

서 론(Introduction)

에 따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행건
강의 문제를 다루는 여행의학 (travel medicine) 이 하나의 학문

국제화의 흐름은 국가간 인구이동을 증가시켰고 우리나라 국

분야가 되었다. 여행의학 범주 내 일차진료는 주로 의사가 담당

민의 해외여행도 매년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해외여행자수는

하지만, 여행 전 준비가 필요한 여행건강 (travel health) 과 관련

2천8백만명에 달했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해외여행은 개인

한 약사 역할 또한 풍토병 예방과 예방접종, 그리고 여행기간

의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여행지의 특수상황

중 전반적인 안전을 위하여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1)

2-4)

WHO와 미국질병관리본부의 동향을 보면 각 국가마다 여행
전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해외여행
2)

†

질병정보센터를 통해 국가별 질병정보와 해외여행건강정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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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염병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여행자가 챙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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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록에는 기존 복용약물,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
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
약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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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비약과 약국서비스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여행자의 1-5%는 여행 중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고 10만명 중 1명은 여행 중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기도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여행하는 국가들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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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및 설문지 개발

보건의료수준과 체계가 달라서 여행 도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본 연구는 단면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목적에 필요한

즉각 대응하거나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기에 적절한 설문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자체 개

는 것이다. 여행자의 8%는 현지에서 충분히 건강관리를 받지

발한 후, 목표대상자 4명에게 파일럿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확하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가벼운 증상 발현부터 사고 발생, 감

거나 부적절한 설문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염병 전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여행 전 기

통해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부록).

7)

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여행 동안 기저질환 관리를 위
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등 여행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설문지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 부분 (Part A
조사대상자 스크리닝; Part B 응답자의 해외여행 경험; Part C

여행 중 건강관리는 국제보건측면에서도 필수사항이기에, 여

해외여행 상비약 준비; Part D 약국의 여행상비약 상담서비스

행 전 보건의료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말라리아치료제 등의 전

이용, Part 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문의약품 처방이나 예방접종, 설사나 자외선관리, 알레르기력이

해외여행 경험과 관련된 질문에는 여행횟수와 여행지역, 평균

나 임신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관련 주의사항과

여행기간, 여행목적, 여행형태 등을 포함하였고, 여행상비약 지

금기사항 등을 상담하고, 현재의 복약상황을 점검하고 복용약에

참 관련 질문에는 여행상비약을 챙겨가는 습관 특성, 지참하는

관한 영문 서류를 작성하거나, 여행지의 풍토병이나 전염병 유

상비약의 종류, 상비약 지참 방식, 지참한 상비약의 실제 사용

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서비스는 여행

빈도, 상비약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현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의 대처, 풍토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약 처방 등을 포함하

(COVID-19) 펜데믹처럼 심각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해당

였다. 여행상비약 관련 약국 상담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

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8,9)

국가의 출입국 정보부터 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한 정보는 여행

는, 향후 상비약 지참 의향, 향후 상비약 관련 약사 상담서비스

자에게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차의료수준의 여행의학에

이용 의향 등을 물었다.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뿐 아니라 약사가 할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질문은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약국은 편리

폐쇄형 질문형식을 사용했고, 여행지역과 지참한 상비약의 종류

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원스톱 여행상담과 여행상비약 서

에 관한 질문에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설문지 서두에 본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여러 나라에서 약사들

설문조사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 여행 전 상담서비스 제공자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고자 여행상비약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다. ‘여행상비약이란,

10-12)

현재 지역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꼽는다

여행 중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처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 스스로 대처할 때

위해 챙겨가는 의약품’으로 정의하였다. 설문지는 Google사의 온

필요한 여행상비약을 지참하도록 돕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

라인 설문양식으로 개발하였다.

처가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필수 여행상비약(해열·진통·소염
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에 바르는 연
고, 모기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거즈·반창고, 고혈압·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3년(2016-2018)간 해외여행 경험이

당뇨·천식약 등 만성질환용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은 대개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스크리닝 질문

따라서, 여행지역과 여

을 통해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조사에 포함시켰다. 2019

행자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여행상비약에 대해 상담하고 선

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연구진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택을 돕거나,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행

하여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SNS와 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복용이 필요한 약의 주의사항에 대해

카오톡 그리고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

지역약국에서 구입가능한 것들이다.

13,14)

지도하는 등 여행상비약 상담 업무는 여러 나라에서 지역약국

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

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을

회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민감

볼 때 우리나라 약사들도 지역약국에서의 여행상비약 서비스에

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면제를 확인받았다
(IRB No. 1044308-201907-HR-051-01).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
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약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도록
계몽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의 여행상비약 지참 실

Google Document에 자동 저장된 응답결과는 Microsoft Excel

태와 지역약국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향후 해당 서비스 이용 의

프로그램에 정리하고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여 통계

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별 응답의 분포는 응답자수(n)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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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로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

는 동반여행이 주를 이루었다(91.1%). 여행목적으로는 휴가 또

성의 차이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여행 경험, 여행상비약

는 관광이 가장 많았고(94.1%), 패키지여행방식보다는 자유여행

관련 경험 등에 따른 향후 여행상비약 지참 의향 및 여행상비

방식이 더 많았다(83.4%)(Table 2).

약 관련 약사서비스 이용 의향의 차이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고 유의수준 0.05로 통계적 유

여행상비약 지참 및 사용 경험

의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특성 관련 변수들과 향후

해외여행 시 여행상비약을 항상 챙겨간다는 응답자가 약 절

여행상비약 지참 의향 및 여행상비약 구매 시 약사상담서비스

반 정도였고(49.1%), 챙겨가는 편이라는 응답도 21.9%를 차지하

이용 의향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여, 상당수의 응답자들이(71.0%) 여행상비약을 지참하는 것을 알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다.

수 있었다. 지참한 상비약의 종류로는 소화제(80.8%), 진통제
(70.8%), 상처치료제(62.5%)가 가장 많고 해열제(58.3%), 감기약

결 과(Results)

(55.8%), 지사제(4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행상비약을 지
참한다는 응답자들 중 여행상비약의 종류를 어떻게 결정하고 준
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7.5%가 스스로 판단해서 집에 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최초 모집된 191명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의

는 약을 챙겨간다고 하였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한다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69명이 최종 분석

경우가 37.5%,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하고 구매한다는 응답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여성이 133명(78.7%)으로 남성 36명 (21.3%)

10.8%였다. 지참해간 여행상비약을 실제 여행기간 중 사용한 적

보다 훨씬 많았고,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81.1%로 주를 이루었

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끔 사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

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 이상이 89.3%를 차지하고, 자신이 판

았고(55.8%),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낮았다(3.3%). 여

단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자가 87.0%였다(매우

행상비약을 지참해가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약이 필요한 상황이

건강하다 39.1%, 건강하다 47.9%). 성별 분포상에 차이가 커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런 상황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군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

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였고(49.1%), 현지 약

령, 학력, 주관적인 건강상태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국에서 약을 구입했거나(28.4%) 같이 간 여행자가 지참한 약을
사용했다고(20.7%) 응답하였다. 풍토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여
행 전 예방접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9%, 약을 처방받아

응답자의 해외여행 경험
최근 3년 이내 해외여행의 횟수는 1~2회인 경우가 47.9%로

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였다(Table 3).

가장 많았으나, 7회 이상인 경우도 7.1%였다. 이들의 여행지역
은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가 가장 많고(39.7%),
서남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26.0%). 1회 평균 여행기간으로는

향후 여행상비약 지참 의향 및 약국상담서비스 이용 의향
향후 해외여행 시 여행상비약을 지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

5일 미만이 가장 많고(43.8%) 5-10일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2%(149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37.9%). 홀로여행족보다는(8.9%) 가족, 지인 혹은 동료 등과 하

(매우 그렇다 60.4%, 약간 그렇다 27.8%). 또 지역약국에서 여

Table 1. Respondents’ socio-demographics and gender differences in questionnaire survey
Overall

Characteristics
Total no. of respondents
Gender
Age (years old)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condition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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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ender

N

%

Male

Female

36

133

169

100.0

Male

36

21.3

Female

133

78.7

18-29

137

81.1

34

103

30-39

10

5.9

0

10

40-49

14

8.3

2

12

Above 50

8

4.7

0

8

High school

18

10.7

5

13

College/University/Graduate school

151

89.3

31

120

Healthy (Healthy + Very healthy)

147

87.0

33

114

Not healthy (Not healthy at all + Not healthy)

22

13

3

19

p-value*

0.11

0.5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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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dents’ overseas travel experiences during the recent 3 years in questionnaire survey
N

%

169

100.0

1-2

81

47.9

3-4

56

33.1

5-6

20

11.8

Above 7

12

7.1

Eastern Europe

16

5.5

Western Europe

30

10.3

Northern Europe (including Russia)

9

3.1

Northeast Asia (including Japan, China, Taiwan, Hong Kong)

116

39.7

Southeast Asia

76

26.0

Middle East

2

0.7

Africa

3

1

North America

17

5.8

South America

3

1

Total no. of respondents
Mo. Of overseas travel
during recent 3 years

Travel destinations
(multiple answers allowed)

Average length of
stay per visit

Travel companions
Purpose of travel

Type of travel

South Pacific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Guam, Saipan)

20

6.8

<5 days

74

43.8

5-10 days

64

37.9

10-15 days

21

12.4

15-20 days

2

1.2

>20 days

8

4.7

Alone

15

8.9

With companions

154

91.1

Tour/Vacation

159

94.1

Business/Seminar

3

1.8

Studying/Immigration

7

4.1

Free tour

141

83.4

Organized group tour

28

16.6

행자의 상비약 준비를 위해 상비약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즈비 4.51, 95% 신뢰구간 1.67, 12.14)(Table 6).

한다면, 약국에서 상담 및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는 78.7%(123명) 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매우 있다 37.9%,
약간 있다 40.8%)(Table 4).

고 찰(Discussion)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시 자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여

향후 여행상비약 지참 의향 및 약국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에

행상비약의 지참과 관련되는 행태와 향후 전문가 상담서비스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용 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한 본 설문조사연구에서, 이미

향후 여행상비약 지참 의향의 경우, 응답자 관련한 변수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71.0%) 해외여행시 상비약을 지참하는 습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Table 5). 향후 약국 상담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성근의 연구

서비스 이용 의향의 경우, 여행상비약을 지참하지 않아서 다른

(2001) 에서 해외여행 출국자 중 여행상비약 보유비율이 63.0%

사람에게 약을 구하거나 현지 약국에서 구매하는 등 적극적 조

라는 보고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15)

치를 한 사람이 현지에서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무 조

본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앞으로 여행상비약을 지참

치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높았고(오즈비 3.80, 95% 신

하겠다는 응답이 88.2%로서, 현재는 지참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

뢰구간 1.64, 8.79), 향후 여행상비약 지참 의향이 있는 사람이

참할 의향을 새로 드러낸 응답자가 17.2% 늘었다는 점이다. 이

향후 약국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

와 더불어 향후 약국에서 여행상비약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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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dents’ behaviors regarding travel health for the recent 3 years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Total no. of respondents
Usual habit to pack travel
medications

Therapeutic categories of
travel medications packed
(multiple answers allowed)

Process of packing travel
medications (n=120)

On site use of travel
medications packed during
traveling (n=120)

Action taken to deal with
sicknesses when no travel
medications packed

N

%

169

100.0

Always

83

49,1

Sometimes

37

21.9

Rarely

29

17.2

Not at all

20

11.8

Antipyretics

70

58.3

Analgesics

85

70.8

Anti-inflammatory agent

35

29.1

Digestants

97

80.8

Anti-diarrheals

56

46.1

Anti-emetics

25

20.8

Cold remedies

67

55.8

Wound healer

75

62.5

Antiseptics

12

10

Pest repellents

31

25.8

Other

4

2.4

Purchase at pharmacy according to pharmacist’s advice

13

10.8

Purchase at pharmacy or convenient store under self-decision

45

37.5

Take household medications under self-decision

57

47.5

Visit a physician and get prescription

5

4.2

Always

15

12.5

Sometimes

67

55.8

Rarely

34

28.3

Not at all

4

3.3

Not happen

83

49.1

Purchase at local pharmacy

48

28.4

Get from companion

35

20.7

No action

3

1.8

Experiences of vaccination
to prevent endemic diseases
before traveling

Yes

15

8.9

No

154

91.1

Experiences of physician visit to
get prescriptions for endemic
before traveling

Yes

6

3.6

No

163

96.4

Table 4. Respondents’ future behavioral aspects regarding travel medications
Total no. of respondents

Future intention of packing travel medications for overseas travel

Future intention of pre-travel consultation regarding travel medications at pharmacy

Vol. 64, No. 6, 2020

Very much
Sometimes
Not much
Not at all
Very much
Sometimes
Not much
Not at all

N

%

169
102
47
18
2
64
69
30
6

100.0
60.4
27.8
10.7
1.2
37.9
40.8
17.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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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future intention of packing travel medications for overseas travel
Future intention of packing travel medications
Variables

N
Gender
Ag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condition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Logistic regression test

Positive* Negative** p-value***

Adjusted OR
(95% CI)****

149

20

Male

31

6

Female

118

14

18~29

118

19

30

31

1

High school

16

2

College/University/Graduate school

133

18

Healthy (Healthy, Very healthy)

129

18

Not healthy (Not healthy at all, Not healthy)

20

2

No. of overseas travel
during recent 3 years

1~2

73

8

3

76

12

Average length of stay
per visit

< 5 days

64

10

5 days

85

10

With companions

135

19

Travel companions
Purpose of travel

Alone

14

1

Tour/Vacation

140

19

Business/Seminar/Studying/Immigration
Type of travel
Action taken to deal with
sicknesses when no travel
medications packed

9

1

Free tour

122

19

Organized group tour

27

1

Get from companions/Purchase at local pharmacy

74

9

Not happen/No action

75

11

0.350

0.92 (0.30-2.79)
Reference

0.090

0.13 (0.21-1.59)
Reference

0.759

1.05 (0.21-5.05)

0.669

0.84 (0.17-4.00)

0.484

1.52 (0.57-4.03)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0.634

0.80 (0.31-2.07)
Reference

1.000

0.40 (0.04-3.45)

1.000

0.69 (0.07-6.30)

0.138

0.33 (0.04-2.75)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0.695

1.14 (0.44-2.95)
Reference

*Positive: Sometimes, Very much
**Negative: Not at all, Not much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Adjusted for gender, age, education level

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78.7% 라는 점이다. 이는 질문 내

비와 관련하여 약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이라는 구체적

용상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김성근의 연구(2001) 에서 여행 전

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약사상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

건강관련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 30.4%와 비교할 때 높

지한 상태에서 향후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것으로

은 수치이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여행 중 건강관리와 함

추정된다.

께 여행약 지참이나 여행 전 전문가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행자들이 지참하는 상비약은 소화제, 진통제,
상처치료제 뿐 아니라 해열제, 감기약, 지사제 등으로서, 대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여행상비약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

일반의약품이라서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알고 있지만, 국내

면, 스스로 판단해서 집에 있는 약을 챙긴다거나(47.5%) 약국이

보고되는 의약품안전성정보 보고건수를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나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37.5%) 가 많았고, 약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약사와 상담하고 구매한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10.8%). 실제

행상비약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사

약국에서 구매하는 여행상비약은 일반의약품인 경우가 많고 지

용을 하도록 계몽하고, 그러기 위해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부작

금도 상담을 통해 구매 가능하지만 약사상담이 활발하게 이루

용 대처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복약지도를 간과하지 말 것을 강

어지지는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향후에 약국에서 상담하

조할 필요가 있다.

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78.7%). 이

16)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

여행 전 약사의 상담서비스 범주에는 지참할 상비약의 종류

렇게 현재의 여행상비약 구매 행태와 향후 약사서비스 이용 의

와 관련 정보 제공 이외에 방문국가의 풍토병 및 감염질환 유

향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질문 문항에 여행상비약 준

행 정보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필요성에 대한 안내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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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affecting future intention of pre-travel consultation regarding travel medications at pharmacy
Future intention of pre-travel consultation at pharmacy
Variables

N
Gender
Age
Education level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Logistic regression test

Positive* Negative** p-value***

Adjusted OR
(95% CI)****

133

36

Male

30

6

Female

103

30

18~29

105

32

30

28

4

High school

15

3

College/University/Graduate school

118

33

Healthy (Healthy, Very healthy)

115

32

Not healthy (Not healthy at all, Not healthy)

18

4

No. of overseas travel
during recent 3 years

1~2

64

9

3

59

17

Average length of stay
per visit

<5 days

54

10

5 days

69

16

With companions

123

34

Subjective health condition

Travel companions
Purpose of travel

Alone

13

2

Tour/Vacation

115

25

8

1

Free tour

109

35

Organized group tour

27

1

Action taken to deal with
sicknesses when no travel
medications packed

Get from companions/Purchase at local pharmacy

74

9

Not happen/No action

59

27

Future intention of packing
travel medications

Positive*

122

27

Negative**

11

9

Type of travel

Business/Seminar/Studying/Immigration

0.444

1.62 (0.06-4.32)
Reference

0.177

0.34 (0.14-1.34)
Reference

0.611

1.31 (0.35-4.87)

0.702

0.83 (0.25-2.68)

0.132

2.12 (0.96-4.66)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0.668

1.35 (0.63-2.89)
Reference

0.449

0.93 (0.24-3.97)

1.000

0.42 (0.04-3.66)

0.020

0.13 (0.01-1.04)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0.001

3.80 (1.64-8.79)
Reference

0.006

4.51(1.67-12.14)
Reference

*Positive: Sometimes, Very much
**Negative: Not at all, Not much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Adjusted for gender, age, education level

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에서 여행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나 역량 또한 조사된 바가 없다. 약국이 여행 전 상담을 통해

도 가능하겠지만, 계속 변화하는 유행성 질환의 상황이나 예방

여행상비약 구비 뿐 아니라 여행지 유행성질환의 예방수칙과 예

접종 등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더 유용하다.

방약 정보를 제공한다면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지

김화영의 연구(2020) 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역약국의 일차의료 제공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도 증가에 기여

해외감염병NOW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해외감염병 정보를 탐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약사들

특히 황열이

이 여행상비약 관련 지식과 세계 각국의 지역별 풍토병이나 감

색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2.0% 정도에 그친다.

17)

나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만 보더라도 이들의 위험수준이 방문

염병 현황에 대한 인지와 대응 역량 또한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마다 달라서 예방접종의 필수요건이나 예방약 처방의 필요

여행건강 부분에서의 약사 참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

성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해외여행자의 22-64%가 여행건강 서비

국민 개인이 이를 판단하고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스가 제공되었더라면 예방가능한 건강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

5,18)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 관련 건강상의 위험

면서 접근성 좋은 약국이 여행 전 해외여행 관련 환자교육과 질
약사들은

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들이 여행 전 건강상담을

병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약사들은 여행 관련 의약품 상담을 얼마나

예방백신 상담, 여행상비약 준비, 복용 중인 약의 상담과 같은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약사들의 여행상담 관련 지식 수준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약이나 예방접종 여부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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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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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이 포함된 여행 문진표를 활용해 체계적인 약사서비스

학대학 재학 중인 여학생이 개인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편

제공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약사협회(APhA)는 약국기반 여행건

의표본추출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

강서비스(Pharmacy-Based Travel Health Services)를 체계적으로

에(30대 미만이 81.1%) 편중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의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국

전반적인 실태나 인식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전 여행자 상담에 필요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 적절한 약

측면에서 제한성을 띤다. 또한 우리나라 해외여행 인구(2018년

물선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6시간짜리 온라인 강의와 4시간

도 한국관광통계) 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녀가 거의 비슷하지

짜리 세미나로 구성하여 총 10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

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편향성(78.7%) 이 커서 이 또한 연구결

고 수료한 약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응답자 특성별 약

약사의 약 70%가 여행건강 관련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여행건강

국에서의 여행상비약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의 차이를 비교하고

30)

관련 약사의 지식수준은 낮아서 약사의 66%는 필요한 정보를

변수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본 연구에

어디에서 찾으면 될지 알고는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집된 표본수가 적어서 충분한 유의성을 갖고 결과를 해석하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스위스, 말레이지아 등에서도 약사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의 해외여행시 여행상비약 구비 실태나 향후 약국서비스 이용

자신감은 낮은 상태라고 한다.

20)

여행건강 관련 교육과 직능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의향을 조사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약국이

교육을 통해 약사들이 여행이나 감염병 관리지침을 잘 이해하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여행상비약 사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

고 여행자에게 해당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

어서 긍정적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연

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의 의의가 있다.

14,21-25)

26)

한편 의료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행의학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의사들 대상으로 해외여행자 상담 관련 안내와 강좌도 실
시되어왔다.

27,28)

일차진료의가 시행하는 해외여행자 상담과정을

결 론(Conclusion)

보면, 개인병력과 함께 여행목적과 기간 및 여행지에 따라 위험

현재 진행형인 COVID-19 팬더믹 상황에서 우리는 공중보건

도를 평가하고, 물이나 음식에 의한 질환, 벌레나 곤충에 의한

측면의 약사 역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약사의

질환,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질환, 자연환경이나 여행 자체로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

인한 문제 등으로 나누어 각 질환별로 예방약 투여나 약물휴대

구는 약사의 여행자 상담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

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의료인들의 상담과정을 지

는 데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의 양상이

역약국에서도 참고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약사

변화될 가능성은 다분히 존재하지만,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

들에게 여행건강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시행한 적이 없었지만, 시

를 살고 있고 감염병 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예상되

대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학대학 학부과정과 약사연수교육

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약국 약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접근성

과정에서 여행건강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좋은 보건의료제공자로서 여행건강 관련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

볼 필요가 있다.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약사사회는 상담서비스 제공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여행상비약 관련 약사서비스를 이용하

필요한 여행건강 관련 전문적 지식과 상담역량 등을 높일 수 있

고자 하는 의향은 과거 여행 중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 어떤 조

도록 약대 학부 뿐 아니라 약사연수교육에도 해당 교육을 포함

치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향후 상비약 지참 의향이 있는

시킬 것을 제안한다.

사람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여행상비약 구비를 위한 약국서비
스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논문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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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여행자들이 해외여행 전 사전상담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행기간 동
안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기간에는 평소보다 감염병
29)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예방약을 사용하
는 등 여행 전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일반국민
에게 여행 중 건강위협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공중보건의식을 고양시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자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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