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카로운 의료
용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치 않는
날카로운 

의료용품의 
안전한 폐기

 

MED-Project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ed-project.org
를 참조하거나 
1-844-MED-PROJECT(TTY: 711)
로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날카로운 의료용품 폐기

 
 

 

 
 

 
 

 

패키지 확인 편리한 키오스크 우편 회수 回収イベ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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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한 집에서 
다른 가족, 특히 어린이가 날카로운 의료용품을 
실수로 섭취 또는 찌르거나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날카로운 의료용품을 
폐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허용: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한 날카로운 의료용품 
용기에 넣은 날카로운 의료용품(피하 주사침, 펜 니들, 
사전 장착된 주사 바늘, 자동 주입기, 정맥 주사 바늘, 

란셋 및 혈액 채취나 의약품 전달을 위해 피부를 
침투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장치). 

허용 불가: 
규제 약물, 날카로운 의료용품에 들어 있지 않은 원치 않는 

의약품,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한 
날카로운 의료용품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고정되지 않은 

날카로운 의료용품.
의약품 교육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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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 회수 행사

날카로운 의료용품 용기

이 자료는 법률을 준수하는 목적을 위해 제공했으며, 
MED-Project 또는 MED-Project 제품 관리 계획에 
참여하는 회사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 지역에 있는 키오스크를 
찾으려면 www.med-project.org
의 편리한 수집 센터 섹션을 방문해 
주세요. 

라벨, 패키지 또는 패키지 삽지에 폐기 
지침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대로 이행해 주세요.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통에 날카로운 
의료용품을 버리지 말고, 변기에도 
쏟아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통에 날카로운 의료용품을 폐기하면 쓰레기 및 
하수처리 직원, 관리인,청소 직원, 가족 및 어린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료용품은 안전하게 폐기하지 않을 경우 
사람과 애완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료용품은 상처를 입히거나 중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에는 B형 간염(HBV), C형 간염(HC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에서나 여행 중이거나, 호텔, 공원,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 장소에 있더라도 날카로운 
의료용품은 올바르게 폐기해야 합니다.
주사 바늘을 사용하여 애완동물에게 의약품을 투여하는 
애완동물 보호자는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날카로운 의료용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날카로운 의료용품 폐기 용기는 바늘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꽉 맞는 펑크 방지 뚜껑
으로 닫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중에 꼿꼿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누출되지 않는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의료용품 폐기물”이라고 적절히 
표기하거나 생물학적 기호 및 “생물학적 위험
(BIOHAZARD)”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용기 내부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모든 날카로운 의료용품은 사용 직후에 날카로운 의료용품 
폐기 용기에 담으세요. 이렇게 하면 날카로운 의료용품으로 
인한 바늘 찔림, 절개, 상처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료용품 용기는 어린이와 애완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날카로운 의료용품 폐기 용기 재사용 금지

귀하의 지역에서는 우편 회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회수패키지를 주문하려면 
www.med-project.org의 우편 
회수 섹션을 방문하세요.
또한 우편 회수 물류 센터가 귀하의 
지역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의약품 회수 행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날카로운 의료용품을 
무료로 편리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귀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 알아보려면 
www.med-project.org에서 회수 
행사 섹션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