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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Korea, the system of management of medical waste largely relies on the incineration method. Our

study aimed to identify any regional imbalances between the generation and treatment of medical waste, and

provide reference data for future policy in Korea. 

Methods: We analyzed data on the amount of medical waste from 2,000 hospitals in 2012, 2013, and 2014

obtained from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 the Arc GIS program (version 10.2.3), the addresses of

hospitals and incinerators were transformed into map coordinates.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by each

hospital and the amount incinerated were represented by density and size of a triangle symbol, respectively.

Results: As of 2014, the total amount of medical waste from the top 2,000 hospitals was 136,073 tons, out of

which about half (49%) was generated in the capital area. Eleven incineration companies (three in th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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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two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area, one in the Jeolla Provinces area, and five in the Gyeongsang

Provinces area) treated this waste. For the years 2012, 2013, and 2014, about 60% of the medical waste

generated from the hospitals in the capital area was treated within the capital area and about 40% was transported

to other areas, especially the Gyeongsang Provinces area, for treatment. On the other hand, about 90% of the

medical waste incinerated in the capital area originated from the capital area.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a spatial imbalance between the generation and treatment of medical waste in

Korea and warrants multilateral polici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on-site treatment, strengthening regulation

of the containment of medical wastes, promoting reductions in medical waste and more.

Keywords: Incineration, medical waste, spatial distribution, transportation

I. 서 론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

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

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로 정

의된다.1) 우리나라는 처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종류별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

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은 다

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

물 ·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무선주

파수인식방법(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을 배출기관과 수집운반 업소를 상대로 의무

화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2)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담당 작업

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잠재

적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3) 최근 2015년 중동호

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와 같은 치명률 높은 신종감염병의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균에 감염된 의료폐기물(혈액, 주삿바늘,

오염된 세탁물 등)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이 가지는 보건학적인 위험성

은 감염, 손상, 독성, 윤리적/정신적 측면 등 다양하

지만,3,4)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의료폐기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

우는 실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발

생하는 경우에 비해 드물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주의가 요구된다.3)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배

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이 있거나, 감염 가능성 측

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대부분 소각에 의존

하여 처리하고 있다.5) 2013년 의료폐기물 발생량 중

소각된 양은 97%이며, 나머지는 멸균분쇄 및 폐수

처리시설에서 자가(on-site)처리 되었다.6) 소각처리를

하는 당위성은 1)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가장

잠재적인 위해성을 없애는 확실한 처리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3,4)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7)과, 2)

배출 장소(예. 병원) 내에서 비소각 방식의 유지/관

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8) 과거에 운영

되어 오던 배출 장소(on-site)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

규모 소각로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전용소각로에서 처리되고 있다.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독특한 점은 ‘전용

소각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2) 전체 위

탁소각업체는 2013년 기준으로 15개소이나, 이 중

3개소가 휴업 중이다.6)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서울

/경기에 매우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울 외곽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은 3개소에 불

과하여, 이 3개소의 처리 가능 용량을 초과한 양은

부득이하게 전국의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으로 운

송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5) 또한, 제주도

와 강원도는 소각업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의료

폐기물 양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국내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처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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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의 공간적 분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간의 지역 간 불균형의 정도를 확인

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발생

량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년도별 상

위 2,000개 병원의 주소자료와 의료폐기물 발생량,

그리고 위탁처리량 및 처리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였다. 또한, 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전국의 지정폐

기물 발생량 통계자료6,8-14)를 수집하여 상위 2,000개

병원의 발생량 자료와 비교하였다. 

2. 분석방법

상위 2,000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발생

량 및 위탁 소각처리량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을 총 6개 권역(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으

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을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권역별로 발생한 의료폐기

물의 양을 100%로 보았을 때 그것이 어느 지역의

소각로에서 소각처리 되었는지를 비율(%)로 요약하

였다. 또한, 권역별로 처리된 의료폐기물량을 100%

로 보았을 때 그것이 어느 지역의 병원에서 유래(배

출)된 것인지를 비율(%)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공간적 분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법을 적용하여 자

료를 시각화하여 정리하였다. 배출기관 및 소각업체

의 주소를 지도상의 좌표로 변환하여 정리하였고, 좌

표값으로 변환한 텍스트 파일은 Arc GIS (version

10.2.3.)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도(shape file)위에

연결하였다.15) 2012, 2013, 2014년의 발생량 자료와

의료폐기물 소각장별 처리량을 각각 밀도와 도형의

크기로 시각화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소각 처리된

의료폐기물이 어느 위치의 병원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 위치를 점지도로 나타냄으로써 전국적인 분포 양

상을 도식화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공간적 분포

2012년~2014년까지 상위 2,000개 병원의 지역별

의료폐기물 발생량 비율은 전체 발생기관에 대한 통

계자료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6,14) 3년 동안 상위

2,000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점

점 증가하는 있는 추세를 보였다(Table 1 및 Fig. 1).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

도권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2012년 상위 2,000

개 병원의 총 의료폐기물 발생량 116,488톤 중

51%(60,094톤), 2013년은 124,887톤 중 50%(62,695

톤), 2014년은 136,073톤 중 49%(66,875톤)가 수도

권에서 발생하여, 매년 발생량이 조금씩 증가한 반

면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수도

권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상권으로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를 차지하

였다. 다음으로는 전라권 11~12%, 충청권 9%, 강원

권 2%, 제주권 1%의 순이었다.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인 병원의 수를 지역별로 살

Table 1. Regional distribution of medical waste generated in Korea between 2012 and 2014 (data from 2,000 hospitals)

Year

Capital area*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Gangwon Jeju Total

Tons

[hospital†]
%

Tons

[hospital†]
%

Tons

[hospital†]
%

Tons

[hospital†]
%

Tons

[hospital†]
%

Tons

[hospital†]
%

Tons

[hospital†]
%

2012
60,094

[845]
51

10,776

[222]
9

29,838

[589]
26

12,615

[285]
11

2,447

[47]
2

718

[12]
1

116,488

[2,000]
100.0

2013
62,695

[822]
50

11,912

[229]
10

33,182

[599]
27

13,647

[291]
11

2,654

[46]
2

797

[12]
1

124,887

[2,000]
100.0

2014
66,875

[825]
49

13,032

[228]
10

36,729

[590]
27

15,698

[300]
12

2,889

[45]
2

850

[12]
1

136,073

[2,000]
100.0

*Seoul/Gyeonggi/Incheon; †number of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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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을 때도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순서와 동일하

게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의료폐기물 처리량의 공간적 분포

2012~2014년에 상위 2000개 병원이 거래한 소각

업체는 13개소였으나(수도권 3개소, 충청권 2개소,

경상권 7개소, 전라권 1개소), 휴업 또는 미가동 되

는 경우가 있어 각 년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Fig. 1).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경상권과 수도권에 집중된 양

상을 보였다. 2012년에는 수도권에서 소각된 양이

가장 많았고(40%), 경상권(37%), 충청권(17%), 전라

권(6%) 순이었던 반면, 2013년, 2014년에는 경상권

에서 소각된 양이 가장 많았다. 2013년과 2014년에

는 경상권에서 소각된 양의 비율이 각각 40%, 48%

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수도권

은 각각 37%, 31%로 경상권에 이어 두 번째를 차

지하였으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별로 시간 당 의료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단위: ton/h)을 살펴보면

(Table 3), 0.3 ton/h에서 4 ton/h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큰 용량은 경상권에 그 다음으로 큰 용량은 수

도권에서 운영되고 있어 처리량의 지역별 분포와 대

체로 일치한다. 

3. 각 권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처리되는

지역 분석

Table 3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 2,000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권역별로 나누고, 그

권역별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어느 권역으로 이동

되어 소각되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었다. 

먼저, 수도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60%

정도가 수도권 안에 있는 소각로에서 처리되고 있으

며, 나머지는 경상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소각로에서

처리되고 있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절

반 정도가 충청권에 소재한 소각로에서 처리되고 있

으며, 20%가 넘는 양이 경상권, 15~18% 정도가 수

Fig. 1.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and incinerated, and location of incinerators in Korea for 2012, 2013, and 2014

(data from 2,000 hospitals).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of medical waste incinerated in Korea between 2012 and 2014 (data from 2,000 hospitals) 

Year
Capital area*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The total amount 

incinerated

Tons % Tons % Tons % Tons % Tons %

2012 46,723 40 19,936 17 42,511 37 7,318 6 116,488 100.0

2013 46,193 37 21,251 17 49,441 40 8,002 6 124,887 100.0

2014 42,602 31 19,979 14 65,659 48 7,834 6 136,073 100.0

*Seoul/Gyeonggi/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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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으로 이동되어 처리되었다. 한편, 경상권에서 발

생한 의료폐기물 대부분은 경상권 안에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

물은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순으로 분산 이동되어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원권에서 발생한 의

료폐기물은 주로 수도권 및 경상권으로 이동되어 처

리되었다. 제주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라권

또는 경상권으로 이동되어 처리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폐기물이 같은 지역

에서 소각되는 비율의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

권의 의료폐기물은 발생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처리

되는 비율이 줄어든 반면(68%→68%→58%), 경상권

(85%→96%→99%), 충청권(45%→53%→51%), 그리

고, 전라권(28%→39%→39%) 에서 발생한 의료폐기

물은 같은 지역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각각 증가하였

다. 또한, 경상권으로 이동하는 양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의 경우 경상권으로 이

동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강원권과 제주권은 경

상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각각 수도권

과 전라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Table 3. Proportion of the amount incinerated by region for the amount generated in each region for 2012, 2013, and

2014 (data from 2,000 hospitals) (unit : %)

 Generated

region

Incinerated

region

Capital area*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Gangwon Jeju Total

2012 2013 2014 20122013 201420122013 20142012 2013 2014 20122013 201420122013 20142012 20132014

Capital

area*

Yongin

(3.4 ton/h)
40 39 35 13 16 16 9 9 1 1 15 27 42 25 22 20

Yeoncheon

(1.8 ton/h)
28 29 22 2 1 2 9 11 4 15 15 11

Pocheon

(1 ton/h)
0.4 0.7 0.2 0.4

Subtotal 68 68 58 15 17 18 9 9 1 1 24 38 46 40 37 31

Chung

cheong

Jincheon

(2 ton/h)
12 12 10 34 35 33 2 44 44 33 20 29 14 15 14 12

Nonsan

(0.4 ton/h)
1 2 1 11 18 18 - 4 0.3 2 3 3

Subtotal 13 14 11 45 53 51 2 48 44 33 20 29 14 17 17 15

Gyeong

sang

Jinju

(0.3 ton/h)
4 4 3 1 1 1

Busan

(0.5 ton/h)
10 9 8 3 2 2

Ulsan

(1 ton/h)
3 1

Goryeong

(2.3 ton/h)
18 16 15 10 1 3 24 25 25 4 12 12 39 39 33 17 17 16

Gyeongju

(4 ton/h)
1 1 11 8 14 11 33 36 37 11 4 15 56 33 12 13 19

Gyeongsan(1)

(1.9 ton/h)
0.3 6 0.3 0.4 39 2 2

Gyeongsan(2)

(0.4 ton/h)
1 5 2 7 10 5 22 26  0.4 1 3 5 6 1 7 10

Subtotal 19 19 31 20 22 24 85 96 99 15 16 27 56 33 40 44 44 39 37 40 48

Jeolla

Jangheung

(2.5 ton/h)
20 8 7 4 4 1 28 39 39 56 56 61 6 6 6

Subtotal 20 8 7 4 4 1 28 39 39 56 56 61 6 6 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eoul/Gyeonggi/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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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권역에서 처리된 의료폐기물이 유래한 지역 분석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에는 수도권

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된 46,723톤 중 87%(40,602

톤)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고, 2013년은 93%

(45,853톤), 2014년은 91%(38,796톤)로 지역 내에서

유래한 경우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2012

년 충청권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 된 양의 24%가

충청권에서 유래하였던 것이 2013년은 29%, 2014

년은 33%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2년 경상권에 있는 소각장

에서 처리된 양의 59%가 경상권에서 유래하였으며,

2013년은 64%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5%로 감

소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전라권에서 처리된 양

의 48%가 전라권에서 유래되었던 것이 2013년에는

66%, 2014년에는 79%로 증가하였다. 

Fig. 2는 2014년 배출량 기준 상위 2,000개 병원

Table 4. Proportion of the amount generated by region for the amount incinerated in each region for 2012, 2013, and

2014 (data from 2,000 hospitals) (unit : %)

Region Capital area*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Gangwon Jeju Total

Capital area*

2012 87 4 6 2 1 100

2013 93 5 2 100

2014 91 6 3 100

Chungcheong

2012 39 24 3 31 3 100

2013 38 29 29 4 100

2014 38 34 26 2 100

Gyeongsang

2012 27 5 59 5 3 1 100

2013 24 5 64 4 2 1 100

2014 31 5 55 6 2 1 100

Jeolla

2012 30 16 48 6 100

2013 12 16 66 6 100

2014 12 2 79 7 100

Total

2012 51 9 26 11 2 1 100

2013 50 10 27 11 2 1 100

2014 49 10 27 12 2 1 100

*Seoul/Gyeonggi/Incheon.

Fig. 2. Location of incinerators by region and the hospitals from which medical wastes are transported to and incinerated

in them: Seoul/Kyunggi/Incheon, Chungcheong, Gyeongsang, and Jeolla (data from 2,000 hospitals in 2014):

*Seoul/Gyeonggi/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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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폐기물 자료를 이용하여, 각 권역의 소각업

체에서 처리된 의료폐기물이 유래한 병원의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권역별 소각업체로 이동하

는 의료폐기물의 경로를 유추해보면, 수도권에 소재

하는 소각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 의료폐

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충청권과 강원권에

서 이송된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을 알 수 있다. 충청

권에 소재하는 소각업체는 충청권에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강원도 및 전라권에서 발

생하는 의료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권에 소재하는 소각업체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

하는 의료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전

라권에 소재하는 소각업체는 주로 전라권, 충청권,

제주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3년 동안 의료폐기물 배출량 기준

상위 2,000개 병원 데이터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경시적 변화와 배출기관에서 소각처리시설까지의 이

동경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2012년에서 2014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지

역별로는 수도권과 경상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은 경

상권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 각지(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중 많은 부분이 경상권으로 이동

되어 소각처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의료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간

의 공간적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 소

각장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추

가적인 소각로의 건설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최

근 소각에 대한 의존도가 95%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에 비해 전용 소각장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원활하게 늘어나지 못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추가로 허

가 및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소각장 건설 시

비교적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주

변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

설 계획이 중단된 사례는 매우 많으며 앞으로도 의

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증설 자체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5)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까지 빠르게 증가해왔

다. 국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2013년까지

8년간 증가한 정도를 연평균으로 산출하였을 때 매

년 1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8-14) 업종별 의

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이

68,028톤/년(약44%)로 개소 수는 적지만 양으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병원

33,421톤/년(21.6%), 의원 18,790톤/년(12.1%) 등의

순이었다.6)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양

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장기 추세와 인구

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 등으로 의료폐기

물 발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

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 기구 등을

재사용하지 않고 1회용을 사용하는 경향, 가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나 유전자재조합 생물 등 관

리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을 증

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폐기물 처리 가능 용량 대비 발생량이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만 보면, 연간 소각가능용량

(1일 24시간 연간 330일 가동으로 가정)은 166,241

톤이며, 위탁처리를 통해 소각하는 양은 151,021톤

으로서 연간 소각가능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였

다.5) 2015년 의료폐기물 소각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

면 소각가능용량을 20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경북 1개소, 울산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가

동을 시작하여 85% 수준으로 다소 개선되었다.16)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를 증설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면, 자가(on-site) 처리의 비율을 늘리거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경상권까지와

같이 의료폐기물이 300 km 이상 장거리 운송되는

과정에서 감염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장거리 운

송을 제한한다. 또한, 자가(on-site) 처리의 비율을 늘

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17,18) 비슷한 맥락으

로, 앞으로 의료폐기물의 증가량과 해당 시설의 비

상상황(화재, 고장 등)으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될 경

우 안전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19)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의료폐기물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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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5) 

그러나, 자가(on-site) 처리의 경우 국내 대부분의

병원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200 m)

내에 위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자

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20) 의

료폐기물 전용소각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대부

분 소각로 용량 및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다른 폐

기물 소각장과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로 업계가 반발

하고, 소각로 형태와 소각 조건의 호환성이 확보되

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

에서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리하

여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는,

의료폐기물에 접촉한 일반폐기물을 모두 의료폐기물

로 간주하여 전용용기에 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리 수거를 통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속도

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소각로를 의료폐기물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한

국만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건 위해성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 환경의 변

화와 통일까지도 염두에 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주로 장거리 운송 과정 자체에 초

점을 맞추어 의료폐기물 처리의 권역화 법안이 추진

된 바 있다. 자가(on-site) 처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

교보건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적

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에서의 자가(on-site)처리 확대를 포함하여,8) 감염성

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전용용기 규정과 운

송 및 처리 업체에서의 임시보관 조건의 강화, 의료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홍보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감염유해성의

측면에서는 운송 과정 보다는 의료용기의 내구성과

의료폐기물의 보관 시 기간 및 온도 조건이 더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규정(

예를 들어 속도 규정 등)과 사고 시 대응 방안을 마

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또한, 병원과 의료폐기물

운송 및 처리업체 간의 계약에서 운송 거리가 처리

비용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처리비용이 결

정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관리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기준 상위 2,000개

병원 자료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의 공간

적 분포에 대해 고찰하였다.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경

상권에 집중되어 있어, 발생과 처리 간에 공간적 분

포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의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하면서 의

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폐

기물 처리방법의 다각화와 같은 정책적인 방안을 수

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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