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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 story 

• Since mid-1980’s

• 1990’s, 내분비계교란물질(혹은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임호르몬제와 잔류의약성분의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대한
관심이확대

• 항생제사용, 특히축산에서 사료에 첨가한 항생제로 인한 내성증가, 수계오염, 인체건강영향

• 전세계적으로 631종의 의약성분이 지표수, 퇴적층 지하수, 토양 등에서 검출

• 인체용의약품과 수의의약품은 환경노출경로가 다르다

• 하수처리장

• 농경지, 축산분뇨

• 검출된농도는 치료용량 및 식품잔류 기준 이하, but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 Human toxicology, ecotoxicology even at relatively low conc.

• Permanent 

• Largely unknown

• 신약에대한 ERA (유럽 since 2006, 미국): 제약사 작성 (식약처 제출 )환경부 검토

• 수의약품에 대한규제는 인체약품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수월한편

• “sustainable pharmacy”



Pathways

Fig. 2 The lifecycle of pharmaceuticals from production to release into the aquatic environment.

O’Flynn et al., A review of pharmaceutical occurrence and pathways in the aquatic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a changing climate and the COVID-19 pandemic, Anal. Methods, 2021, 1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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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물질오염의특징

• Biological effects at low concentrations
• Endocrine disruptors

• Ecosystem damage

• Antibiotic resistance

• Chronic exposure

• Persistence or pseudo-persistence

• Mixture effects



Global perspectives

Study financed by German 
Environment Agency(UBA) 
to support he integration 
of the topic in UNEP-SAICM

Tim aus der Bee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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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를줄이기위한방법

Caban, M., Stepnowski, P. How to decrease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A 

review. Environ Chem Lett 19, 3115–3138 (2021). https://doi.org/10.1007/s10311-021-01194-y



가정내사용/폐기의약품의환경유입경로

Bound JP and Voulvoulis N, 2005, Household disposal of pharmaceuticals as a pathway for aquatic contamination in the United Kingdom, EHP 113(212)



우리나라가정배출폐의약품수거및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우리나라가정배출폐의약품수거및처리

환경부(2017), ｢생활계유해폐기물관리지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여
관리

- 지자체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과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에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



폐기물의분류

환경부, 2017, 생활속소중한 자원이야기



생활폐기물처리방법

환경부, 2017, 생활속소중한 자원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의결, 2020.3.23



한국소비자원보도자료, 2020.12.7



외국사례(1) EU

• http://medsdisposal.eu/

• Directive 2001/83/EC

• 인체용의약품관련지침으로, 
의약품을회원국시장에
출시하고자하는경우제출할
신청서류내용중
“환경위해성평가” 와저감방안및
조치 &폐의약품관리조항포함

• Directive 2004/27/EC

• Unused or expired medicine에대한
적절한수거시스템마련

• 약설명서에폐기물처분과관련한
주의사항및수거시스템명시

서양원등, 2018, KEI

http://medsdisposal.eu/


외국사례 (1) EU

• 제약사회수프로그램 (Drug take-back)
• 프랑스 Cyclamed (sponsored by SANOFI)

• 초창기에는약사들의자발적인참여로.

• 2007년이후모든약국참여의무화 (위반약사나제조업자에벌칙조항)

• 약국, 도매상등과함께가정에서사용되지않아배출된알약, 캡슐, 시럽, 연고, 기타
형태(좌약, 패치, 에어로졸등)의폐의약품이안전하게회수및처리(소각을통한에
너지회수)될수있도록관리및감독

• 폐의약품의포장을벗기지않고약국으로반환약사가선별(약사보상은없음) 
의약품도매업체에서보관소각

• 스페인 SIGRE (sponsored by SANOFI)

• 벨기에 Bounsage



외국사례 (1) EU

스페인 SIGRE

https://www.sigre.es/en/how-it-works/https://www.youtube.com/watch?v=fQR_vGO_aNI&t=10s



외국사례 (2) 미국

서양원등, 2018, KEI



외국사례 (2) 미국

서양원등, 2018, KEI

일부 인증 수거지점에서는 우편 수거(mail-back) 프로그램이나 ‘Drop-box’로 불리
는 수거용기(collection receptacle) 를 제공하기도 함



외국사례 (3) 캐나다

• https://healthsteward.ca/

서양원등, 2018, KEI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safe-disposal-prescription-drugs.html



Discu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