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원치 않는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원치 않는 약물의 
안전한 폐기

의약품은 수많은 미국인을 위해 질병을 치료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가 담당 의료 전문가의 처방대로 그리고 

라벨 또는 패키지에 지시된 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한 집에서 다른 

가족, 특히 어린이가 약을 실수로 섭취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을 안전하게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이 유효기간이 넘었거나 원치 않는 약품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폐기하는 것이 간편한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폐기 방법을 이용할

때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먼저 처방약 라벨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개인 ID 정보를

제거할 것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제거할 것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출처: 미국 식품의약청）

우편 회수 약물 
회수 행사

패키지 확인 편리한 
수집 센터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오염된 
의약품 폐기물을 스카짓 카운티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폐기하면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의약품, 흡입기, 프리필드 주사기 
제품 등에 대한 우편 회수 서비스가 귀하의 

지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우편 회수 패키지를 주문하려면  www.med-project.org 

의 우편 회수 섹션을 방문해 주세요.

귀하의 지역에 있는 편리한 키오스크를 
찾으려면  www.med-project.org。
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회수 
물류 센터가 귀하의 지역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사 이름
BLOOM 박사

정제/캡슐닫기
투약

시간

오전 저녁식사 전

식사 후
환자 이름:

날짜:

라벨, 패키지 또는 패키지 삽지에 
폐기 지침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대로 이행해 주세요.

회수 서비스가 귀하의 지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 
지역의 행사를 보려면 
www.med-project.org 
의 회수 섹션을 방문해 주세요.

하루에 두 
번 정제 한 
알 복용x

위에 나와 있는 폐기 방법을 

이용할 때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먼저 처방약 라벨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개인 ID 정보를 

제거할 것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약초 제제, 비타민, 보조제, 화장품, 
기타 개인 위생 용품, 

의료기기, 애완동물 살충제 제품, 
배터리, 수은 함유

 온도계, 날카로운 물품, 불법 마약 등.

아래에 명시된 의약품을 제외하고 원래의 용기 또는 
밀봉 백에 들어 있는 모든 제형의 약물*

허용：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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