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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used medication disposal is a problem due to the cost of disposing as well as potential risk of inadvertent
dosing. Investigating medication returns is expected to suggest areas for targeting interventions to reduce medication
wast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ypes of medications and identify the expiration date of the med-
ications returned to the community pharmacies through “Drug-Take Back” program. Method: From October 10, 2012 to
November 14, 2012, the medications returned to the 58 community pharmacies in Korea were examined. Results: A total
of 22,160 g of pill medications were collected; 52.8% for prescription drugs and 47.2% for non-prescription drugs, respec-
tively. The weight of the expired pill medications was more than 5 times that of the non-expired pill medications. On the
other hand, 6,168 ml of liquid medications were returned; 80.0% for prescription medication and 20.0% for non-prescription
medications, respectively. Of the total oral liquid medications, the volume of the expired medications was more than 5 times
that of the non-expired medications. Conclusion: The majority of medications returned to the community pharmacies were
prescription drugs rather than non-prescription drugs. In addition, most of the drugs were expired when they returned.

Keywords□ Drug-Take Back program, prescription medications, non-prescription medications, OTC drugs, expiration
date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2008년 4월 서울지역을 대

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 후 2009년 4월에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고 2010년 7월부터는 전

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

약품 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보건소에

서 모아 보관 후 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이

들 폐의약품이 폐기물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사

업이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하여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 곳곳에서의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덕분으로 폐

의약품의 수거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복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의 마지막 처리법으로 알약이

나 가루약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 폐기하는가 하면 물약

의 경우에는 씽크대나 화장실에 쏟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폐

의약품의 올바른 처리법에 관한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

준이다. 의약물질의 무분별한 폐기에 따른 하천 및 토양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1-3) 쓰레기처리 방류

수에서 항생제, 진통제, 그리고 호르몬제 등 다양한 종류의 의약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4,5)

우리나라의 경우,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하천

수에서 시메티딘이 평균 1.163 ppb로 검출되어 외국에서 확인된

0.22 ppb에 비해 5배 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6) 4대강

수계에 위치해 있는 하수 처리장의 유입 수에서는 아세틸살리실

산,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나프록센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7)

린코마이신은 4대강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에서 뿐 아니라 방류

수에서도 고농도로 검출되었으며7,8) 디클로페낙의 경우, 한강 하

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 9.87 ppb의 농도로 검출되어 해외에서

확인된 최고검출농도 1.2 ppb보다 8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드러

났다.8)

 

#Corresponding Author

Pusoon Chun

College of Pharmacy, Inje University, Gyeongnam 621-749, Korea

Tel.: 055-320-3886 Fax.: 055-320-3940

E-mail: pusoon@inje.ac.kr

종설



108 천 부 순

J. Pharm. Soc. Korea

환경 중으로 유입된 의약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

우 심각하여 에스트로겐과 같은 내분비계물질은 어류의 성 전이

를 유발하고 번식능력을 잃게 하며, 항생제의 경우는 저 농도로

도 해조류의 군락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먹이사슬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형 어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9) 소염진통제 중

특히 디클로페낙의 경우는 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에 독성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클로페낙에 노출된 흰등독수

리에게 치명적인 신부전을 초래하여 그 수가 최고 85%까지 감

소했음을 관찰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10) 환경 중으로 배출

되어 토양이나 퇴적물에 잔류하며 축적되는 생물적, 화학적 의

약물질들은 동·식물의 조직으로 흡수되어 음식물의 형태로 인

간의 체내로 되돌아 오게 된다. 이 경우 적은 양으로도 특히 어

린이, 임신부, 노약자,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

험할 수도 있으며 반감기가 긴 의약물질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11)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발생은 의약물질의 무분별한 폐기에 따

른 환경 오염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자연순환 연대가 전국 6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유통

기한까지 보관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3.0%이었으며 '1년 이상'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0.8%이었다. 또한 복용 후 남은 의약품

을 보관하는 이유로는 '다음에 또 복용하려고'라고 대답한 사람

이 무려 47.0%나 되었다.12) 가정 내에 보관되는 이들 의약품들

은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어 복용 및 사용함으로써 약

물 오남용을 조장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경우 약효의 상

실 혹은 화학물질의 변질로 인해 이를 복용하는 개체가 특히 어

린이, 노약자 및 면역 손상 자인 경우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정

도에 이를 수도 있다.13,14)

폐의약품의 발생은 환경과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뿐 아니라

처리를 위한 비용 또한 국가적 부담임에 틀림이 없다. 환경자원

공사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의약품

의 소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71,000원/톤, 민간 처리업체를 이용 시는 대략 20~25만원/톤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환경과 사

람을 보호하고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

약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철저한 폐수처

리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려는 노력에 더하여 불용의

약품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

업'을 통해 약국으로 회수되는 폐의약품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

효기간을 조사함으로써 폐의약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

의약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향 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폐의약품의 조사

경남 김해시 소재 157개의 지역약국 중 폐의약품의 수거 건

수가 평균 월 2회 이상인 약국으로서 본 연구에 협력할 것을 승

낙한 약국 58곳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이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2012년 9월 3일부터 2012년 10월 3일까지의 한달 동안 제약공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6명의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각 약국을

평균 2회 방문하여, 약국 내에 보관되어 있던 폐의약품을 본 연

구기간 중 수거되는 의약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작업을 선

행함과 동시에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각 약국의 약

사들에게 직접 수행하여 보이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2012년 10

월 4일부터 2012년 11월14일까지 6주 동안 각 약국에서 수거된

모든 폐의약품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 기간 중 각 약국

의 약사들은 폐의약품이 수거되는 시점마다 폐의약품의 수거 일

을 기록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

사들은 수거된 의약품을 외용약과 경구용 의약품으로 분리한 후

경구용 의약품은 다시 처방전의약품 (prescription medications)

과 일반의약품(non-prescription medications, OTC drugs)으로

분류하여 지퍼백에 담고 지퍼백 외부에 기록지를 부착하여 각 약

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에 보관하였다.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매

주 1회 정기적으로 지정약국을 방문하여 한 주 동안 각 약국에

보관되어 있던 지퍼백 내 폐의약품의 수거량을 측정하였다.

조사항목

폐의약품이 각 약국에 수거되는 시점에서의 유효기간을 파악

하고 경구용 의약품과 외용약으로 구분하였다. 외용약의 경우 외

용액제 및 외용고형제로 다시 분류하여 각각의 수거 건 수 및 개

수를 조사하였다. 경구용 폐의약품의 경우는 처방전의약품과 일

반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수거 건 수 및 수거량을 조사하였다. 폐

의약품의 수거량을 조사하기 위해 경구용 알약의 경우 0.01 g까

지 측정 가능한 전자 저울을 이용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고 경

구용 물약의 경우는 1 ml까지 측정 가능한 메스 실린더를 이용

하여 그 부피를 측정하였다. 외용액제 및 외용고형제는 수거 당

시 각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며 또한 내용물을 포장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양을 측정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들 의약품은 개 수만 기록하기로 하

였다. 흡입용 제제와 비강 분무기는 내용물의 양을 파악하기 어

려워 외용약의 개 수에 합산 하기로 하였다.

연구결과

폐의약품의 유형, 수거 건 수, 수거량

2012년 10월 4일부터 1212년 11월 14일까지 6주 동안 어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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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동, 그리고 삼정동 소재 12개 약국, 삼계동과 삼문동 7개 약

국, 내·외동 23개 약국, 부원동, 서상동, 그리고 율하동 12개 약

국, 그리고 장유의 4개 약국을 합하여 58개 약국에서 수거 된 폐

의약품은 총 807건이었다. 이 중 외용제제가 116건(14.4%)이었고

경구용 의약품은 691건(85.6%)이 수거되었다. 경구용 의약품 중

에서는 처방전의약품의 수거 건 수가 406건(58.8%)으로 일반의

약품의 수거 건수인 285건(41.2%)보다 많았다(Table I). 전 기간

동안 수거된 폐의약품 중 처방전의약품의 수거량이 일반의약품의

수거량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거된 경구용 알약 총

22,160 g 중 '경구용 처방전의약품 알약'의 수거량(11,705 g)과 '경

구용 일반의약품 알약'의 수거량(10,455 g)이 52.8 : 47.2%의 비율

을 보인 반면, 수거된 경구용 물약 총 6,168 ml 중 '경구용 처방전

의약품 물약'의 수거량(4,935 ml)과 '경구용 일반의약품 물약'의 수

거량(1,233 ml)은 80% : 20%의 비율로 나타나 처방전 의약품의 수

거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거된 폐의약품의 양은

알약과 물약 모두 수거 건 수와 비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II). 또한, 각 지역 내 처방전의약품, 일반의약품, 그리고 외용약의

수거 건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Fig. 1).

폐의약품의 유효기간

수거된 경구용 폐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수거 건

수는 57.7% (399/691), '유효기간 이내' 의약품의 건 수는 20.4%

(141/691), 그리고 '유효기간 알 수 없음'의 건 수는 21.9%(151/

691)으로 집계되었다. 수거량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을 경과한

알약 폐의약품'의 무게가 53.2%(11,785 g)를 차지하여 10.8%로

집계된 '유효기간 이내의 알약 폐의약품' 무게(2,397 g)의 약 5배

에 이르렀으며 수거된 총 알약 폐의약품 무게의 36%에 해당하

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할

Table I − The numbers of returns according to the collection periods and sites of the community pharmacies where the medication returned

Collection
period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5

P. N-P. Ext. P. N-P. Ext. P. N-P. Ext. P. N-P. Ext. P. N-P. Ext.

10.3~10.1 23 13 25 15 10 04 034 012 0 21 13 05 13 13 03

10.11~10.17 17 09 14 05 06 02 023 019 0 13 07 00 11 06 00

10.18~10.24 06 04 00 05 06 05 026 020 0 12 03 02 16 10 07

10.25~10.31 15 07 13 04 05 01 018 022 0 10 03 01 06 04 00

11.1~11.7 16 05 02 04 09 04 016 018 0 15 05 03 02 07 03

11.8~11.14 14 01 01 05 07 05 013 018 0 15 09 04 13 14 12

Total 91 39 55 38 43 21 130 109 0 86 40 15 61 54 25

P. indicates prescription medication; N-P. indicates non-prescription medication; Ext. indicates external medication; site 1 indicates
Eobang-, Sambang- Samjeong-dong; site 2 indicates Samgye-, Sammun-dong; site 3 indicates Nae-, Oe-dong; site 4 indicates Buwon-,
Seosang-, Yulha-dong; site indicates Jangyu.

Table II − The numbers of returns and amounts of oral medications returned to the community pharmac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cations

Collection period

Oral prescription medications Oral non- prescription medications

No. of
returns

Amounts No. of
returns

Amounts

Pills (g) Liquid (ml) Pills (g) Liquid (ml)

10.3~10.10 106 04410.5 1759 061 03490.0 0075

10.11~10.17 069 01322.0 0348 047 01103.1 0553

10.18~10.24 065 01378.9 0551 043 01467.1 0105

10.25~10.31 053 02016.7 0714 041 01144.7 0130

11.1~11.7 053 01476.0 0543 044 01759.9 0025

11.8~11.14 060 01101.0 1020 049 01490.6 0345

Total 406 11705.0 4935 285 10455.4 1233

Fig. 1 − The numbers of returns according to the sites of the

community pharmacies where the medications returned.

Site 1 indicates Eobang-, Sambang- Samjeong-dong; site 2

indicates Samgye-, Sammun-dong; site 3 indicates Nae-,

Oe-dong; site 4 indicates Buwon-, Seosang-, Yulha-dong;

site indicates Jan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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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7,979 g). 한편, 수거된 경구용 물약의 부피 분석에서

는 '유효기간 경과' 36.3%(2,240 ml), '유효기간 이내' 7.3%(448 ml),

그리고 '유효기간을 알 수 없음' 56.4%(3,734 ml)로 각각 집계 되

어 '유효기간 경과' 물약의 부피가 '유효기간 이내' 물약의 부피의

5배에 달했다(Table III).

고 찰

본 연구의 전체 기간 동안 수거된 폐의약품을 유형에 따라 분

석한 결과 처방전의약품의 수거 건 수와 수거량이 일반의약품의

수거 건 수 및 수거량보다 많았으며 특히 물약의 경우, 처방전의

약품의 수거량은 일반의약품의 수거량에 비해 4배인 것으로 집

계되었다. 이 같은 양상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관찰되었

다. 스페인의 38개 지역 약국에서 수거된 불용 의약품 중 53.5%

가 공공체계에 의해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지불되는 의약품이었

던 반면 환자 본인에 의해 지불되는 의약품은 그 보다 훨씬 적

은 30.2%였다(나머지 16.3%는 '구분 불가'이었음).15)

수거된 폐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을 경과

한 의약품'의 수거 건 수는 '유효기간 이내 의약품'의 수거 건 수

의 약 3배에 이르렀으며 수거량의 경우 경구용 알약과 물약 모

두에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의약품'은 '유효기간 이내 의약품'의 5

배에 달했다. 폐의약품의 대부분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조사된 '폐의약품 발생의

주된 이유'와 일치한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에서 폐의약품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공급과잉, 복용하

던 환자의 사망, 그리고 처방약의 변경이 전체 원인의 60~75%

를 차지했으며 그 중 유효기간 경과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16,17)

따라서 폐의약품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과잉을 막아

복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의약품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 및 구입

한 의약품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Hawksworth GM 등은 그들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처방

되는 의약품의 공급량이 28일 분으로 제한된다면 폐의약품이 3

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으며,18) Millar J 등이 영

국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항우울제, 항생제, 항염증약, 프로

톤펌프 억제제, 스타틴류, 그리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처음 투여 받은 환자 125명에게 1회 최고 처방 일수를 2주일로

제한하여 4개월간 투여한 결과 이전에 비해 475.9 파운드를 절

약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19) 한편, Bronder E 등은 복용

하지 않고 남는 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제품의 포장

단위를 작게 만들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20)

따라서 처방약의 일수 조절, 일반의약품의 포장 단위의 축소,

그리고 환자의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약사의 더욱 적극적인

복약지도 등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폐의약품의 발생을 감소시키

고 불용의약품의 가정 내 보관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어 환경과

사람을 보호할 뿐 아니라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기간이 짧

았고, 둘째, 수거된 처방전의약품의 처방일수와 일반의약품의 포

장 단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에서 이

루어진 소규모 연구였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약국으로 회수되는 폐의약품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효기

간을 조사함으로써 폐의약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폐의약품의 수거 건 수 및 수거율의 향상이 아닌 폐의약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향 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결 론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통해 지역 약국으로 수거

된 폐의약품은 처방전의약품이 일반의약품보다 수거 건 수 및 수

거량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이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이러한 결과는 폐의약품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막아야 함을 암시한다. 따

라서 불용의약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가 절

Table III − The numbers of returns and amounts of oral medications returned to the community pharmacies according to the expiration

Collection
period

Expired medications Non-expired medications Unknown

No. of
returns

Amounts No. of
returns

Amounts No. of
returns

Amounts

Pills (g) Liquid (ml) Pills (g) Liquid (ml) Pills (g) Liquid (ml)

10.3~10.10 073 03504.3 0261 058 0268.8 160 036 4127.5 1413

10.11~10.17 076 01416.2 0233 016 0324.0 021 024 0685.0 0647

10.18~10.24 072 02169.4 0350 016 0280.1 040 020 0396.5 0266

10.25~10.31 059 01563.2 0288 013 0303.0 040 022 1295.2 0516

11.1~11.7 058 01971.5 0205 011 0284.2 015 028 0980.2 0348

11.8~11.14 061 01160.4 0903 027 0936.8 172 021 0494.4 0290

Total 399 11784.8 2240 141 2396.9 448 151 7978.9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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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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