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 A1-2011-0004

   자 료 명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여론조사

<설명>  본 조사에서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와 상담한 후 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주로 단순질환의 약

품으로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현행법 상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외에는 판매하지 못합

니다.

문1.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소화제 및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문2. 그렇다면 귀하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일반의약품이 판매된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1) 구입할 의향이 있다

2)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하겠다

문3.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확대한다면 어디까지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1)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2) 대형마트까지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3)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까지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4) 아무데서나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문4. 만약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약품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박카스 등 자양 강장제

2) 가스 활명수 등 소화제

3) 게보린, 아스피린 등 진통제, 해열제

4) 감기약

5) 후시딘, 마데카솔 등 상처 치료제

문5. 아무리 간단한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모르겠다

문6. 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판

매해야 한다는 입장과, 심야시간에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안

정이 담보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해야한다는 입장 중 귀하

는 어느 입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1)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

2)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한다는 입장

3) 모르겠다

문7.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급하게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느라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응답자 특성-

배문1. 응답지역

배문2. 성별

      1) 남자

      2) 여자

배문3. 응답자 연령

      만 _______ 세

배문4. 응답자 학력

      1) 초등학교졸업                   6) 대학교재학

      2) 중학교재학                     7) 대학교졸업

      3) 중학교졸업                     8) 대학원재학

      4) 고등학교재학                   9) 대학원졸업이상

      5) 고등학교졸업                   10) 기타

배문5. 직업

      1) 화이트칼라

      2) 블루칼라

      3) 자영업자

      4) 전업주부

      5) 학생

      6) 기타

배문6. 월평균 가구소득

      1) 100만원이하

      2) 101-200만원

      3) 201-300만원

      4) 301-400만원

      5) 401-500만원

      6) 500만원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