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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used and expired medications (UEM) are increasing over time, and economic impact of UEM cannot be
overlooked anymore. Health insurance finances are limited and this means generation of UEM is pharmaceutical and
economical waste. Disposal cost of these also will be increasing. But until now there was no research data to determine
the economic loss due to UEM in terms of cost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calculate the cost of
the UEM and estimate the degree of economic waste. And tried to discuss what the pharmacist could do to reduce the
generation of the UEM. The UEM collection period was 3 months, from August to October 2016. A total of 10
pharmacies of nationwide joined this study. Each collected UEM was separated by kind, generic name, therapeutic group,
medicinal product classification (prescription or non-prescription medicine, health functional foods, etc.), dosage form, route
of administration, quantity, and finally their prices were calculated. The highest portion of drug groups was prescription
medicines, which made up 89.4%. The average cost for one customer who brought UEM was calculated as 64,961 won
for 11 items and 243 pills. In terms of the cost ratio, the prescription medicines were the highest at 90.6%. Gastrointestinal
medicines were disposed of the most among the therapeutic groups; they were highest among all number of items, pills
and cos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measuring and calculating the practical quantity and cost
of UEM in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time to consider ways to curb the generation of UEM,
including pharmacist intervention.
Keywords unused medication, expired medication, medication disposal, medication cost, medication take-back program

서 론(Introduction)

시 후 2009년 4월에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
되어 실시되었고, 2010년 7월부터는 전국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

폐의약품은 약의 상태에 따라 사용될 수 없는 의약품, 사용

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보건소

목적이 끝나 더 이상 사용이 필요 없는 의약품, 그리고 사용기

를 거쳐 최종 소각 처리된다. 폐의약품 회수 처리 시스템이 발

한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의약품 등을 말한다1,2).

달되어 있는 나라(미국,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독일, 캐나다,

폐의약품은 그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

호주, 일본)에서는 회수된 폐의약품을 전량 소각처리하도록 명

고 있다. 첫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이다. 이는 폐의약품을 처리하

시하고 있다3).

는 과정에서 생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처리 사업’이 2008년 4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

생활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종량제 봉투에 의해 버려
지는 페기물은 64.7%가 소각, 31.9%가 매립, 3.2%가 재활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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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고 있다1).
실제,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의 대부분은 일반쓰레기, 하
수구를 통해 폐기하고 있고, 일부 환자들만 약국/보건소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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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에 폐기하고 있다4,5).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고 있다. 특히 마약류, 정신신경계 억제제 및 자극제 등의 특정

복용 후 남은 약의 처리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알약은 쓰레기통

약물은 약물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에 버린다가 45.5(%)로 가장 많았고, 물약은 씽크대나 화장실에

있다17).

쏟는다가 35.4(%)로 가장 높았다. 약국에 가져다 주는 경우는 알

소아에게 의약품이 노출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 약

약 3.1(%), 물약 2.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6). 이렇게 쓰레기통

물 중독으로 내원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94.1%가 가정에서 원

과 하수구로 버려진 폐의약품들은 하천과 토양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부모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09년 2

보호자가 옆에 함께 있었던 경우가 38%였다18). 특히, 5세 이하

차례에 걸쳐 환경 중 의약물질 노출실태조사를 하였다. 전국 4

유아들의 약물 중독 중 95%가 self exposure가 원인이었으며, 이

대강 유역의 하천수와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의 유입, 방

중에서 55%는 처방의약품 이었다. 약물 중독으로 입원한 아이

류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물질 17종 중에서 15종의 의약

들 중에서는 76%가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처방의약품의 노

물질이 검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출이 원인이었다19).

나프록센 등의 진통제류와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린코마
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 성분이다7,8). 2016년 조사에

이런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사용 목적은 잃은 의
약품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 폐기하도록 해야한다.

서는 국내 하천에서 25종의 의약물질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15

세번째는 비용적인 문제이다.

종의 물질이 수질에서 검출이 되었다. 생태위해성평과 결과 아

영국 NHS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매년 약 300백만 파

세트아미노펜, 클래리스로마이신, 디클로페낙, 디펜히드라민, 플

운드(약 4285억원)의 의약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로르페니콜, 이부프로펜, 메페남산, 벤잘코늄 성분이 생태위해

있다. 낭비란 버렸거나, 버릴려고 하거나, 페기해야 하는 물건이

가능성을 제시했다 . 스위스 연구에서 토양에서도 의약물질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20). 이 정의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낭비되는

발견되었으며, 설폰아미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시프로플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폐

산신을 포함한 항생제, 진통제, 항염증제, 호르몬과 지질 조절제

의약품 수거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약국 수거량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100가지가 넘은 종류의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년 한해 수거량 4만3510톤, 2010년

약물들이 지하수, 토양, 강 등의 자연 환경에서 검출되었다 .

16만여 톤, 2014년은 39만여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6

9)

10)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의약품은 환경오염, 항생제 내성, 호르

년간 누적된 폐의약품은 1,540톤에 이른다21). 이는 약국을 통한

몬 약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협

회수량이므로 가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폐기된 폐의약품의 양은

이 될 수 있다11,12). 또한 지속적인 의약품 노출은 생태계 기능

더 많을 것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약 56조 원, 건

에 영향을 미친다. 에치닐에스트라디올 호르몬 제제는 물고기,

강보험 지출은 약 53조 원이다. 건강보험은 2022년부터 적자가

파충류 및 무척추 동물에 대한 내분비 파괴 효과가 있으며, 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2025년에는 누적 수지가 고갈 될 것으로 예

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류의 항생제와 이부프로펜은 시아

측된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

노박테리아와 수생식물의 성장을 저해 시킨다13). Clarithromycin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

은 물벼룩의 번식 능력 감소를 일으키고, metformin은 어류(송

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므로 폐의약품의

사리)의 성호르몬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등 생태독성을 일으킨다9).

발생은 그 자체로 비용 낭비일 수 있다22).

두번째는 공중보건적인 문제이다. 가정에 남아 있는 폐의약품

버려지는 의약품 자체 비용 이외에, 폐의약품을 폐기하기 위

은 오남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세르비아의 연구를 보면

한 비용 또한 폐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질병관

(2012) 집에서 저장하고 있는 약물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

리본부의 리뷰 자료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주 별로 자체적인

물은 11.0%,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물은 15%였다. 이 중 저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British Columbia 주

장 장소가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장소인 경우는 21.4%였다 .

의 2007년 약물 회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 폐의약품 수거와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전에 처방 받았던 항생제

처리에 소모된 비용은 총 $294,185(약 3억 3400만 원)였다. 각

14)

가 남아 있다면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한다고 응답한 대

주마다 생산자, 약국, 정부의 보조 등 각각 다른 형태로 비용을

상이 32%였다15). 이는 항생제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오남용 행

충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Take-Back Program이

위이다. 마약성진통제나 벤조디아제핀 및 각성제는 오용의 주요

운영되고 있으며, Earth Keeper 주체로 2007년 하룻동안 19개 지

원인 약물이다.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15%가 취미활동

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1톤이 넘은 의약품이 수거되었고,

때 opioid나 각성제들을 사용했고, 이 약물은 집에서 부모님이나

처리 비용은 $20,000(약 2270만 원)이였으며 물질들의 가치는

형제가 처방 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약물 가지고 온

$500,000(약 5억 6840만 원)로 추정되었다. 이탈리아에서 1999년

것이었다. Opioid는 다른 진정제나 알콜과 함께 섭취했을 때 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홍보 및 폐기물 운반, 소각 등에 들어간

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시 더 위험하다16). 미국에

총 비용이 한화로 약 38억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총 폐의약품

서는 폐의약품 또는 미사용 의약품이 심각한 공중 보건 관련 문

수거 및 소각 비용에 대해 조사된 바는 없다. 이 자료에서 소각

제 뿐만 아니라,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이라는 문제에도 기여하

비용을 추정하는 바로는 연간 최고 1억 4천에서 22억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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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계산하였다23). 환경부 보도자료(2009.3월 보도자료)에 따
르면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 처리 시

폐의약품 종류와 약가 분석 방법
효능군은 소염진통제, 위장약, 항히스타민, 항생제, 기관지약,

범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점으로 수거 및 최종 처리의 소각 비

만성질환(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기타, 식별불가 8개로
나누었다. 전체 약국에서 수집한 폐의약품의 효능군 별 순위를

용 예산이 부족함을 꼽고 있다 .
24)

이처럼 폐의약품의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비용적인 부분은

알아보았다. 폐의약품 효능군 별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는 폐의약품 제품 개수이고, 두 번째는 폐의약품 약가 총액으로

2016년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

하였다. 약품의 개수는 약품명 기준 약품의 종류와 약품 종류

이다25). 폐의약품으로 인한 비용적인 낭비를 다른 나라보다 심

별 개별 총 정제 개수, 시럽용량, 외용제 용량을 모두 측정하였다.

각하게 여기고, 실제 폐의약품의 비용적인 부분을 파악해 보려

조제약 약가 중에서 보험코드가 있는 약품은 약학정보원의 현

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의약품 소비량은 더

재 급여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비급여 약품은 도매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폐의약품의 증가는 결국 건

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약 약가는 약국 판매액

강보험 재정의 지출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

을 기준으로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약물

면 페의약품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폐의약

또한 식별불가 약품은 약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가 합산에

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아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얼

서 제외하였다.

마인지 추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개월 간 10개 약국 별로 폐의약품을 가져온 고객 수, 의약품

는 폐의약품 수거량을 중량으로 수치화한 자료는 있지만 , 중

분류, 의약품 분류별 약가, 총 폐의약품 약가를 계산하였고, 최

량으로는 경제적인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종적으로 10개 약국이 3개월간 수집한 페의약품의 총 약품 개

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생성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수와 총 약가 금액을 도출하였다.

어떤 종류의 폐의약품이 버려지고 있는 지와 그 약가를 계산해

결 과(Results)

보았다. 폐의약품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폐의약품의 종류
분석을 통해 폐의약품 생성 감소를 위한 향후 연구에 기초자료

약국 별 폐의약품 수거 건 수 및 폐의약품 품목 수 및 의약품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류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0개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수도권 소재 약국에서 수거 된 폐의약품은 총 217건이었다. 폐
의약품 품목 수로는 총 2,391가지수가 수거되었으며, 정제 낱알
수로는 52,798정이었다(Table 1). 폐의약품 분류별 품목수는 조

수집 기간 및 수집 방법
폐의약품 수집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개

제약이 2,137가지, 일반약 218가지, 건강기능식품 22가지, 기타

월이다. 약국 10곳에서 이 기간 동안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

5가지, 판단불가 9가지였다. 이를 비율로 환산해 보면(Fig. 1)와

보 플랭카드를 약국 외부에 부착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소

같이 조제약이 89.3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객 1명이 가

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하였다. 약국은 약국 체인 휴베이스 회원

져온 폐의약품 품목수는 평균 11품목이며, 정제 낱알 수로는 243

약국 중에서 본 연구 내용을 알고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 가운

정이다.

데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방문할 수 있는 서울, 경기도 권의 약
국으로 제한하였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곳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진이 각 약국에 1회 방문하여 플랭카드 부착 여부 확인 및

폐의약품 약가 분석
수거된 폐의약품의 약가는 총 14,096,573원이었다(Table 2). 고

폐의약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였다. 이후, 각

객 1명이 가져온 평균 폐의약품 약가는 64,961원(14,096,573원/

약국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은 개별 약국의 약사들이 직접 폐의

217건)으로 계산된다. 폐의약품 분류별 약가는 조제약이 12,778,060

약품을 뜯어서 분석하였고, 그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객 한 명

원, 일반약 918,547원, 건강기능식품 316,116원, 기타 83,850원이

이 가져온 폐의약품에 대해서 건 수를 1건으로 보고 자료를 작

었으며, 식별불가로 약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약가 총액에서

성하였다. 또한 모든 폐의약품의 사진을 함께 수집하였다.

제외되었다. 비율로 보면 조제약이 91%로 가장 높았다(Fig. 2).

수거된 폐의약품은 약품별로 구별하고, 약품명, 효능군, 의약
품 분류(조제약,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기타), 제형(정제, 시럽제,
외용제), 투여경로(경구제, 외용제), 개수(정제 개수, 시럽용량, 외

폐의약품 투여경로 분석
수거된 폐의약품의 투여경로는 경구투여 제제가 2,264가지

용제 용량) 등으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폐의약품의 가격을 계

(94.7%), 외용제는 127가지(5.3%)였다. 조제약 중에 경구제제는

산하였다.

2,048가지(95.8%), 외용제는 89가지(4.2%), 일반약 중에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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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ntities of collected UEM in individual pharmacy
Pharmacy Case
A

Number of items
Prescription medicines Non-prescription medicines Health functional foods others Unidentifiable Total

15

123

B

3

C

22

D

21

Number of
pills

42

5

1

0

171

4,619

173

7

0

0

3

183

1,800

229

26

2

0

0

257

2,551

345

24

2

0

0

371

4,973

E

6

85

2

0

0

0

87

8,532

F

40

383

40

0

0

1

424

4,269

G

46

358

10

0

0

0

368

17,940

H

17

180

31

5

1

1

218

2,808

I

20

164

15

2

2

4

187

2,957

J

27

97

21

6

1

0

125

2,350

Total

217

2,137

218

22

5

9

2,391

52,798

Fig. 1. Percentages for quantities of total UEM by medicinal
product classification

Fig. 2. Percentages for costs of total UEM by medicinal product
classification

제는 183가지(83.9%), 외용제 35가지(16.1%) 품목으로 집계되었

폐의약품 효능군별 순위 분석

다. 폐의약품 중에 경구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약
보다 조제약에서 폐기되는 경구제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3).

전체 폐의약품에 대해서 품목수가 가장 많았던 효능군은 위
장약 577가지 품목(경구만 15,365정)이었으며, 그 뒤로 소염진통

Table 2. Costs of collected UEM in individual pharmacy
Pharmacy

Number of
items

Number of
total pills

Cost of prescription
medicines

Cost of non-prescription Cost of health functional
medicines
foods

Cost of
others

Total Cost

A

171

4,619

721,763

171,400

9,100

1,199,328

B

183

1,800

399,780

C

257

2,551

508,974

5,933

0.0

0.0

405,713

92,068

2,960

0.0

604,001

D

371

4,973

728,213

E

87

8,532

1,813,927

66,960

540

0.0

795,713

968

0.0

0.0

1,814,895

F

424

4,269

546,273

143,543

0.0

0.0

689,816

G

368

17,940

5,669,505

14,763

H

218

2,808

471,525

124,487

0.0

0.0

5,684,268

216

8,500

604,728

I

187

2,957

685,497

73,066

0.0

66,250

824,813

297,065

J

125

2,350

1,232,605

99,694

141,000

0.0

1,473,299

Total

2,391

52,798

12,778,060

918,547

316,116

83,850

14,09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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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ministration route of collected UEM
Number of items

Administration
route

Prescription
medicines

Non-prescription
medicines

Health functional
foods

others

Unidentifiable

Total

Percentage

Oral

2,048

183

22

2

9

2,264

94.7%

External

89

35

0

3

0

127

5.3 %
100 %

Total

2,137

218

22

5

9

2,391

Percentage

89.4 %

9.1 %

0.9 %

0.2 %

0.4 %

100 %

Table 4. Ranking of UEM according to the number of pills by therapeutic group
Non-prescription medicines +
Health functional foods + others

Prescription medicines
Ranking

1

therapeutic Group

Total

Number of items Number of Number of items Number of Number of items Number of
(Oral+External)
pills
(Oral+External)
pills
(Oral+External)
pills

Gastrointestinal

534

14,700

43

665

577

15,365

2

Anti-inflammatory analgesics

331

10,074

50

476

381

10,550

3

Cold, cough or flu

259

5,859

32

224

291

6,083

4

Chronic diseases*

131

5,353

3

117

134

5,470

5

Antibiotics

238

3,624

15

9

253

3,633

6

Antihistamines

173

2,685

7

127

180

2,812

Others

389

10,413

91

4,171

480

14,584

82

1,584

13

827

95

2,411

Total

Unidentifiable

2,137

54,290

254

6,616

2,391

60,906

Percentage

89.4 %

89.1 %

10.6 %

10.9 %

100 %

100 %

*Chronic diseases=Blood pressure+Diabetes+Cholesterol control

Table 5. Ranking of UEM according to the cost by therapeutic group
Efficacy Group

Prescription medicines
Oral

External

Total

Non-prescription medicines +
Health functional foods + others
Oral

External

Total

Total
Oral

External

Total

1

Gastrointestinal

2,206,019

0.0 2,206,019

146,229

0

146,229 2,352,248

0.0 2,352,248

2

Antibiotics

2,085,147

77,207 2,162,354

4,510

44,520

49,030 2,089,657

121,727 2,211,384

3

Chronic diseases*

2,014,979

10,545 2,025,524

33,351

0

33,351 2,048,330

10,545 2,058,875

4

Anti-inflammatory analgesics

1,144,964

0.0 1,144,964

82,632

31,575

114,207 1,227,596

5

Cold, cough or flu

42,358

0

6

Antihistamines

26,176

0

Others
Total

560,573
259,638
3,657,785
11,929,104

132,541

693,114

39,934

299,572

588,729 4,246,514

784,666 122,495

42,358

602,931

26,176

285,814

907,161 4,442,451

31,575 1,259,171
132,541

735,472

39,934

325,748

711,224 5,153,675

848,956 12,778,060 1,119,922 198,591 1,318,513 13,049,026 1,047,547 14,096,573

*Chronic diseases=Blood pressure+Diabetes+Cholesterol control

제 381가지(경구만 10,550정), 기관지효능군제 291가지(경구만

성질환제제 2,058,875원, 소염진통제 1,259,171원, 기관지효능군

6,083정), 항생제 253가지(경구만 3,644정), 항히스타민 180가지

제 735,472원, 항히스타민제 325,748원이었다. 기타 5,153,675원

(경구만 2,812정), 만성질환 134가지(경구만 5,470정)이었다. 그

이었으며, 식별불가 제제는 약가를 계산하지 못했다(Table 5).

외 기타 480가지, 식별불가 95가지였다(Table 4). 조제약에 대해
서도 순위는 같았다(Table 4).
전체 폐의약품에 대해서 약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효능군
은 위장약 2,352,248원이었고, 이어서 항생제가 2,211,384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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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Discussion)
이 연구는 지역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의 종류와 약가를 계

지역 약국으로 회수된 폐의약품의 종류와 약가 분석

산한 국내 첫 번째 연구로 의미가 있다.

149

최고치인 475.5 DDD/1000인/1일(Defined Daily Dose, 일일상용

이 연구에서 환자 1명이 가져온 평균 폐의약품 약가는 64,961

량)로 평균 247.1을 훨씬 웃돌았다25). 처방된 양이 많이 때문에

원 이다. OECD Hea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의

폐기 되는 의약품의 양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한

약품 판매액은 $444(약 50만원)으로 , 환자 1인당 약국으로 폐

편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처방 된 의약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

기한 의약품 낭비 금액은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의 약 13%에 해

고 버려지는 원인은 추후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처방

당하는 금액이다. 3개월 간 10개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의

단계에서 적절한 약물 검토로 이를 줄일 수 있는 지 역시 향후

약가는 14,096,573원이고, 위의 수치를 전국 2만개 약국 1년(12

연구가 더 필요하다.

25)

개월) 동안 수거될 폐의약품으로 환산해 보면 112,772,584,000원

진통제 포함한 소염진통제 역시 많이 폐기되는 효능군이었다.

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금액(약 53조

특히, 우리나라는 졍형외과 질환에서 항염증성진통제가 처방되

원)22)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

고, 그 약물을 환자가 주기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

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2022년 까지 신규 6.5조가 소요될

우가 많다. 국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65세 이상 외래 방문 환

것으로 추계되는 바 , 앞으로 더 필요한 재정의 1.7%에 해당하

자의 NSAIDs 처방 현황 분석 결과 관절 센터가 41%로 가장

는 금액이다. 식별불가 등의 이유로 약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많이 처방하였고, 뇌신경 센터 21%, 재활의학과 6% 순으로 처

약가 합산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폐의약품 약가는

방 되었다29). 또 다른 국내 자료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국으로 폐의약품을 버리지 않

한 65세 이상 NSAIDs를 30일 이상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 가정에서 바로 생활폐기물로 버려진 폐의약품도 존재하기

한 분석에서 NSAIDs 사용 적응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46.2%,

때문에, 역시 폐의약품으로 인한 낭비되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

다발성 관절염 24.6%, 요통 18.8% 순이었다30). 국내 오남용 현

로 예상된다.

황 자료에서 4,095명 중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26)

미국 New Hampshire 지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 있었던 경우는 1,986명(48.5%) 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였다.

이상 노인들의 낭비되는 약물의 평균 1인당 연간 비용은 $30.47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20.1%가 진통제로 가장 높았

(약 35,000원) 이었다. 이렇게 폐기되는 의약품은 총 약물 비용

다. 오남용 하던 약물을 중단했을 때 42.2%가 정신적으로 고통

의 2.3%를 차지하였다. 1인당 30달러는 다소 낮은 금액일 수 있

을 느꼈고, 21.1%가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31). 한 연구에 따르면

지만, 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미국 전체의 국가 비용은 연간

미국에서는 1990년 후반 이후로 처방 약물의 오남용이 급격히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이 연구는 말하고 있다 . 2002년 미

증가하였고, 특히 진통제의 경우 1999년에서 2013년 사이에 4

국 텍사스에서 6개월간 지역 약국으로 회수된 페의약품의 분석

배 넘게 조제되어 오남용의 가능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32). 약국

27)

자료에서는, 약 17,000개의 경구 약물이 회수되었고, 그 가치는

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이 많은 만큼 집에서 아직 폐기되지 않고

$26,222(약 2980만원) 이었다. 이 결과를 미국 인구 수에 맞춰

있는 진통제류도 가정에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오

추정하게 되면 34,500,000 개의 미사용 약물 그리고 그 비용은

남용 예방교육이나, 약의 바른 사용을 위해 약사가 어떤 기여를

$53 million (약 602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28).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폐의약품은 10개 모든 약국에서 조제약 비중이 가장 높았으

항생제도 높은 순위로 폐기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항생

며, 전체 약국에서 조제약의 비중은 89.38% 로 나왔다. 이전 국

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34.8 DDD로, OECD 평균

내 연구에서는 처방전의약품 수거 건 수가 58.8%, 일반의약품

(20.8 DDD)에 비해 높다25).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 뿐만 아니라,

수거 건수 41.2%로 역시 조제약 비중이 더 높았지만 , 수치는

처방 받은 항생제를 다 복용하지 않고 환자 임의로 보용법을 바

이 연구와 조금 차이가 있다. 미국 텍사스의 조사에서 약국으로

꾸거나 끊는 것은 항생제 내성균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회수된 약물 중 처방의약품은 65%, 일반의약품은 27%, 샘플 약

한 남아 있는 항생제는 오남용의 위험을 가진다. 항생제 오남용

21)

물(8%) 로 , 역시 조제의약품의 비율이 더 높았다. 조제약의 비

관련 연구에서 처방 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복용한 사람은 62.6%

중이 높은 요인은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의료기관 접근

에 불과하였고, 이 중 28.6% 환자들이 남아 있는 항생제를 필

성이 쉽고,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조제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요시 임의로 다시 복용한다고 하였다33). 따라서 항생제는 무엇

지불제도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복약순응도가 중요하다. 약사는 항생제 효능과 복용 기간

28)

폐의약품 효능군 분석에서 품목 수와 약가 기준으로 가장 많

에 대한 복약지도를 좀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

았던 약물군은 위장약이었다. 수거된 위장약은 주로 위장관운동

남아 있는 항생제가 있다면 약국으로 바로 폐기하도록 안내해

조절제, 소화제, 제산제 등이었다. 미국의 경우 회수된 약물의

야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항생제의 올바르지 않은 폐기는 환

효능군별 순위는 NSAIDs외 진통제 25%, 기침감기알러지 치료

경적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실제 많은 하천과 토양에서

제 15%, 항생제류 11%, 심혈관 10%, 호흡기계 9%, 신경계 8%,

항생제가 발견되고 있기때문이다.

피부 7%, 위장약 7% 순이었다28).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약사는 의약품 공급 체계에서 의약품 약물 낭비를 줄일 수 있

위장약의 폐기량은 높지 않다. OECD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

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 약사 및 병원 약사를

라의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6%가 약물 조제(disp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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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약물 사용량을 줄이고, 68%가 약물 검토(medication

는 점에서도 큰 의미 가진다. 약사의 개입이 폐의약품의 생성

review)를 통해 약물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현 가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

능한 방법이라고 답하였다34). 실제 Medication review로 약물을

한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사용 갯수를 줄이거나,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다35). 또한 약사
의 medication review 는 약물 비용을 $15.52(약 17,000원) 줄이
고, 미래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까지 더한 총 비용은 $293.52

결 론(Conclusion)

(약 33만원) 줄였다36). 우리나라에는 적용 할 수 없지만 일부 약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처방의약품이며, 1인

사들은 처방된 약의 치료기간을 적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당 평균 11개 품목, 정제 낱알 수는 243정이었다. 고객 1명이

답하였다. 일부 병원 약사들은 환자가 입원 중에 가정에서 복용

가져온 폐의약품 평균 약가는 64,961원으로 계산되었다. 처방의

하던 약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약물 낭비를 줄이고 있었다 .

약품 중에서 위장약 효능군이 품목 수와 약가격적인 면에서 모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폐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약사들이 할

두 가장 많이 폐기되었다. 항생제과 만성질환약물이 상대적으로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

비싼 약가 때문에 버려지는 양에 비해 약가적인 면에서는 높은

이는 것이다. 고지혈증 환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사들이 환

순위를 차지하였다. 폐의약품은 자원낭비이며, 그 처리 비용 또

자 교육을 하고 개입하였을 때, 복약 순응도가 15.3(%) 증가 하

한 경제적인 손실이다. 약사는 의약품 검토 및 복약지도를 통해

였고(p<0.05) 지질 수치도 좋아졌다37).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약

폐의약품의 생산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폐의약품을

사의 약물 안내 서비스는 고객의 의약품 복약 순응도에 영향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약국에서의 폐의약품 수거가 필요하다.

34)

미치며, 이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의약품의 복약 순응도
가 높아지고 환자의 연간 건강 관리 비용이 절약된다고 한다38-40).
폐의약품의 생성이 줄면 폐의약품 자체로 낭비되는 금액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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