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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함 제작 · 배포
수거

(가정 → 약국, 보건소)

운반

(약국 → 보건소)

보관

(보건소 등)

소각처리

(약국, 보건소 → 소각장)

제약협회 생략 가능 (’15.8 개정) 지자체

보건복지부 주관 환경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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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종량제 봉투

54%약국·보건소

26%

기타

20%

◀ 일반 국민 181명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설문조사 결과

수거율 26%에 불과





2015년 메르스 때의 12배:

covid-19 의료폐기물이 3,000t을 넘김 (2020.08)



한꺼번에 소각 but 1. 소각 폐열에 대한 활용 계획 X

2. 소각처리시설 부족





▲ 온-나라정책연구



위해 의료폐기물일반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일반 의료폐기물

인식 / 수거체계 소각처리시설 / 재활용 / 콜드체인



일반 의료폐기물
정부

1. 폐의약품 수거 방법 명시

2.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3. 폐의약품 수거 장소 다양화

4. 폐의약품 운반·소각의 조례화

5. 국내 폐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 폐의약품 수거 방법 명시

시민단체

-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



위해 의료폐기물
정부

1. HFC 쿼터제를 강화한다.

2.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냉매전환 설비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3. 냉매 관련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인정한다.

4. 지자체 소속 정규 수거처리반을 개설해 폐기물 분리수거와 폐기

물 처리를 실시한다.

5. 소각 폐열을 가정용 난방열 또는 전기로 전환해 내보낼 수 있도

록 열병합시스템을 구축한다.

6.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정비한다.



위해 의료폐기물
기업

1. 기존 프레온가스 계열의 냉매를 Low GWP 냉매로 교체한다.

2. 백신 내열성 기술에 대한 R&D를 확대한다.

3. 약품의 포장재를 최소화 하고 포장재에 의약품 처리 방법을 명

시적으로 기재한다.

4. 소각재를 건설재료로 적극 이용하고 폐열 전환 에너지 사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멸균 장치나 소형 소각로 등의 소각 처리 시설 대체 처리 제품

기부

6. 소각처리기술 관련 연구 및 투자



위해 의료폐기물
시민단체

1. CCEOP에 적극 참여한다.

2. 소각시설 증설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

하도록 권고한다.

3.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4. 국제기구·정부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5. 소각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주민 참여 공론장을 마련한다.

국제기구

- ISO는 WHO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콜드체인 표준 로드맵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