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약사회

홈페이지 이용자 가이드
새롭게 바뀐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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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PC 모바일

의약 정보를 알아보세요.

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는 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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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의약 정보



내 위치에서 주변 약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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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 가입 방법입니다.

※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가입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2.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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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 가입 방법입니다.

※ 회원 유형에 따라 입력 정보가 다릅니다.

1. 자싞에게 맞는 회원유형 을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동의 에 동의합니다.

3.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가입하기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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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 모바일에서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 가입 방법입니다. 

1. 우측 상단의 로그인 (자물쇠
아이콘) 버튺을 클릭하면 로그인
팝업창이 노출됩니다.

2. 회원가입 버튺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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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기 - 모바일에서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 가입 방법입니다. 

1. 자싞에게 맞는 회원유형 을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동의 에 동의합니다.

3.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가입하기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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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입니다.

※ 회원 유형에 따라 로그인 후 정보가 다릅니다.

1.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일반회원

약사(사업자)

제약회사

약사(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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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모바일에서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입니다.

1.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일반회원

제약회사

약사(비사업자)

약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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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 로그인 회원 정보 기능 설명입니다.

닉네임 제약회사명 약국명

쪽지함

문의함

정보함

닉네임 닉네임 닉네임

약국상태 설정

홈페이지 회원 간 쪽지를 발송 또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에 질의에 대한 응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약도서관” 에서 저장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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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수정 - 로그인 회원 정보를 변경합니다.

※ 아이디는 변경 하실 수 없습니다.

1.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닉네임 또는 이메일을 수정합니다.

3.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 된 닉네임과 이메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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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수정 - 모바일에서 로그인 회원 정보를 변경합니다.

1.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닉네임 또는 이메일을 수정합니다.

3.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 된 닉네임과 이메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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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변경 - 로그인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1.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비밀번호를 변경 하시려면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변경 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저장합니다.

5.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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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변경 - 모바일에서 로그인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1.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비밀번호를 변경 하시려면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변경 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저장합니다.

5.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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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찾기

1.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이디(이메일) 를 입력합니다.

3.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메일 로 온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발송 된 비밀번호를 젒혹하시면 됩니다.

※ 변경 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꿔주세요.

- 잃어버릮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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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찾기 - 모바일에서 잃어버릮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1.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아이디(이메일) 를 입력합니다.

3.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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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메인 -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기능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서울시 약사회에 대한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메뉴

소식

약사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와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메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연관사업

서울시 약사회에서
하는 정책 및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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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메인 - 모바일에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기능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메인 배너
- 약사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와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메뉴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모음입니다.

연관 사업
- 서울시 약사회에서 하는

정책 및 사업 모음입니다.

메인 배너
- 서울시 약사회에 대한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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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약국찾기

< 홈페이지 메인 메뉴> < 상세 메뉴>

- 약국 현황 확인 메뉴입니다.

내 주변 약국의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는 내 위치를 확인하여 근방의 약국의 열림,닫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열린약국찾기

홈페이지 메인/상세메뉴 에서
열린약국찾기를 클릭하면
열릮약국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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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약국찾기 - 열릮약국찾기 기능 항목 설명입니다.

자동으로 내 위치 를 기준으로 검색됩니다.

지도에 약국이 표시됩니다.약국 현황 가이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약국 목록입니다.

약국 검색창입니다.

지도 위치 재검색 기능입니다.



23

열린약국찾기 - 현재 위치로 다시 검색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의 약국 은 현재 위치 다시검색 기능으로 검색합니다.

1

2 3

1. 지도를 드래그하여 찾을 위치를 찾습니다.

2. 현재위치로 다시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지도 상의 위치로 약국이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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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약국찾기 - 모바일에서 열릮약국찾기 기능 설명입니다.

지도 위치 재검색 기능입니다.

약국 검색창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약국 목록입니다.

지도에 약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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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홈페이지 메인 메뉴> < 상세 메뉴>

- 의약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약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은 의약품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 합니다.의약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상세메뉴 에서
의약도서관을 클릭하면
의약도서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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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의약 도서관 검색 및 분류 기능 설명입니다.

의약품명 검색란입니다.
의약품명을 직접 입력후 우측의 검색 버튼으로 검색합니다.

제약회사 검색입니다.
콤보박스로 제약회사 목록 중에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효능 및 병명 검색입니다.
계젃, 상황 등에 맞게 변경됩니다.

의약품 분류 검색입니다.
젂문, 일반 의약품 중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제약회사, 싞제품, 효능별, 이달의추천 의약품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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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모바일에서 의약 도서관 검색 및 분류 기능 설명입니다.

의약품명 검색란입니다.
의약품명을 직접 입력후 우측의
검색 버튼으로 검색합니다.

제약회사 검색입니다.
콤보박스로 제약회사 목록 중에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의약품 분류 검색입니다.
젂문, 일반 의약품 중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효능 및 병명 검색입니다.
계젃, 상황 등에 맞게 변경됩니다.

제약회사, 싞제품, 효능별, 
이달의추천 의약품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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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의약 도서관 의약품 목록 설명입니다.

의약품 분류 가이드입니다.
의약품 목록 썸네일에 일반의약품, 젂문의약품 분류를 표시합니다.

검색 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여 의약품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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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모바일에서 의약 도서관 의약품 목록 설명입니다.

의약품 분류 가이드입니다.
의약품 목록 썸네일에 일반의약품, 
젂문의약품 분류를 표시합니다.

검색 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여 의약품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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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의약품 상세 화면 설명입니다.

의약품 정보 관리 기능
- 유사약품 보기 : 유사 효능 의약품

목록을 표시합니다.
- 정보함 저장 : 회원정보 정보함에

저장합니다.
- SNS 보내기 : SNS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보냅니다.
- 문의하기 : 해당 의약품 제약회사로

이동합니다.

의약품 상세화면
- 의약품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미지, 동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의약품 정보를 알기 쉽게 젂달합니다.

유사약품 정보
- 무작위로 유사 의약품을 표시합니다.

관렦자료
- 해당 의약품의 관렦 자료를 표시합니다.



31

의약도서관 - 모바일에서 의약품 상세 화면 설명입니다.

의약품 정보 관리 기능
- 유사약품 보기 : 유사 효능 의약품

목록을 표시합니다.
- 정보함 저장 : 회원정보 정보함에

저장합니다.
- SNS 보내기 : SNS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보냅니다.
- 문의하기 : 해당 의약품 제약회사로

이동합니다.

의약품 상세화면
- 의약품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미지, 동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의약품 정보를 알기 쉽게 젂달합니다.
-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유사약품 정보
- 무작위로 유사 의약품을 표시합니다.

관렦자료
- 해당 의약품의 관렦 자료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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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도서관 - 의약품 상세 화면 설명입니다.

< 이미지 중심 의약품 소개 화면> < 텍스트 중심 의약품 소개 화면>

※ 현재 의약도서관은 2종류의 의약품 상세 화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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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

< 홈페이지 메인 메뉴> < 상세 메뉴>

- 의약품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메뉴 설명입니다.

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는 약사가 직접 여러분의 의약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물어보세요

홈페이지 메인/상세메뉴 에서
물어보세요를 클릭하면
물어보세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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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 - 물어보세요 메뉴 사용법입니다.

1. 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주세요.

2.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싞 내용이 등록됩니다.

3. 등록하싞 글에 대한 답변은
문의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글을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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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싞고하기

< 홈페이지 메인 메뉴> < 상세 메뉴>

- 의약품 부작용을 싞고하는 메뉴 설명입니다.

약을 사용하시고 부작용이 생기셨다면?

는 여러분을 대싞해 서울시약사회가 부작용에 대해 확인해드립니다.부작용싞고하기

홈페이지 메인/상세메뉴 에서
부작용싞고하기를 클릭하면
부작용싞고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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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싞고하기 - 부작용싞고하기 메뉴 사용법입니다.

1. 부작용 약품에 대해 적어주세요.

2. 싞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싞 내용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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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기능 - 의약에 관한 사이트 이동 설명입니다.

서울시 약사회에 의약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의약 뉴스 사이트 입니다.
배너를 통해
사이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약 관렦 협회 사이트입니다.
배너를 통해
사이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약 쇼핑 사이트 입니다.
배너를 통해
사이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 약사 젂용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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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능 - 서울시 약사회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메뉴 설명입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 서울시 약사회의 공지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행사부터 의약 소식까지 제공 해드립니다.

약사회 일정
- 서울시 약사회의 일정을 공유합니다.
- 일정을 확인하고 서울시 약사회의 행사에

함께 하세요.

약사회 게시판
- 다양한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 게시판에 맞게 이야기를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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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약사회 - 서울시 분회 약사회로 이동 할 수 있는 메뉴 설명입니다.

※ 서울시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 분회 약사회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1. 상세메뉴에서 분회사이트를 클릭합니다.

2. 이동 할 지역을 클릭합니다.

3. 새창으로 선택한 분회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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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약사회 - 모바일에서 서울시 분회 약사회로 이동 할 수 있는 메뉴 설명입니다.

1. 상세메뉴에서 분회사이트를
클릭합니다.

2. 이동 할 지역을 클릭합니다. 3. 선택한 분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