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VERSAL MEDICATION FORM  
*이 약품 목록 리스트를 보관하여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긴급 상황시 의료진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의료진이 참고를 위해 전부 영문으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나 근처 약국에서 약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십시오.) 

본인 이름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생년월일 Birth Date:   
긴급 연락처/전화번호 (Emergency Contact/Phone numbers):  

예방접종 기록 IMMUNIZATION RECORD  

예방접종 날짜를 써주십시오 (날짜/년도) (Record the date/year of last dose taken, if known) 

파상풍 TETANUS 독감 FLU VACCINE(S)  

폐렴 PNEUMONIA VACCINE  간염 HEPATITIS VACCINE  기타 OTHER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약/음식/기타) 
Allergic To / Describe Reaction: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약/음식/기타) 
Allergic To / Describe Reaction:  

  
  
 

현재 사용하는 모든 약들을 기재하십시오: 처방 약품, 비처방 약품 (예: 아스피린, 감기약)/ 천연 약품 (예: 인삼/홍삼약 등) / 비타민 

(예: 종합 비타민) .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필요 할 시 가끔 사용하는 약들도 꼭 기입해주십시오 (예: Nitroglycerin).  
LIST ALL MEDICINES YOU ARE CURRENTLY TAKING: Prescription and over-the-counter medications (examples: aspirin, 
antacids) and herbals (examples: ginseng, gingko). Include medications taken as needed (example: nitroglycerin).  

 

시작 날짜 
Date 

Started 

약 이름 / 약 복용량  
NAME OF MEDICATION / DOSE 

처방 용법: 의학용어는 자제해 주세요. 
DIRECTIONS: Use patient friendly directions.  

(Do not use medical abbreviations.) 

마지막 

사용 날짜  
Date 

Stopped 

약품 용도/ 

의사 성함 
Notes: Reason 

for Taking / 
Doctor Name 

     
     
     
     
     
     
     
     
     
     
     
     
     
     
     
     
     
     
     
이 양식의 사용법/사용이유/복사 방법을 보시려면 뒷장을 참조해 주십시오.  
(6/10/09)            Page _______ of _______  



UNIVERSAL MEDICATION FORM  
환자 성명 Patient:  

담당 의사 Primary Physician _____________________ 의사 연락처 Telephone # ____________________ 

약국 Preferred Pharmacy________________________ 약국 연락처 Telephone #_____________________ 
 
1. 이 양식을 항상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위급한 상황 시 의료진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복용하는 모든 약과 (처방전 약품, 약국/슈퍼에서 파는 비처방 약품) 약이나 음식에 해당하는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세히 이 양식에 기입 해 주십시오.  

3. 모든 의사 방문 시 (검사, 병원 입원) 이 양식을 가지고 가십시오.  

4. 복용하는 모든 약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꼭 적어 두십시오.  

5. 사용기간이 끝난 처방전에는 줄을 긋고 마지막 복용 날짜를 적어주십시오. 필요 시 의사나, 간호사, 약사, 혹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영문으로 기입하셔야 의료진이 읽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약을 처방한 의사 성함을 위 노트란에 기입 해 주십시오. 또한 약을 복용하는 이유도 간단하게 기입 하십시오.  

(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7. 병원 퇴원 시 병원에서 어떤 약을 계속해서 복용할 지 혹은 중단할 지 에 대해 알려줍니다. 퇴원 후 많은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 양식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의사 방문 시 새롭게 기입한 양식을 가지고 가십시오.  

8. 새 양식은 웹사이트 www.tnpharm.org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이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1. 이 양식을 통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2. 의사 혹은 의료진에게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약, 비타민, 비처방 

약품 (Over-the-counter-medicines)을 복용하시면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십시오. 

 
 

복용하시는 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시거나  

위급한 상황 시에는 1-800-222-1222 Poison Center (독/약물 제어 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Adapted from form developed by AnMed Health and South Carolina Hospital Association 2004.  

 

Translated by Cindy Lee & Ji Sup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