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

06. 배출자의 RFID기반 전자인계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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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영기관 및 시스템명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

폐기물 입고 방법
01

02

03

[폐기물 입고] 버튼 클릭

전자저울에 폐기물 계근

폐기물입고 완료 후
[첫화면으로] 버튼 클릭

01

02

03

[폐기물 출고] 버튼 클릭

창고에 입고 되어 있는
입고정보 화면 확인

카트에 폐기물을 실은 후
고정형 리더기 통과

04

05

06

리더기 인식 완료 후
[작업종료] 버튼 클릭

[운반자인증] 버튼 클릭 후

[전송] 버튼 클릭

02. 법률적 근거
① 폐기물관리법 제45조2항
(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②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 출고 방법

03. 사용자
의료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04.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05. 배출자 유의사항
①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반드시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용기 1개당 1개)
② 운반자에게 인계 시 반드시 병원 담당자가 직접 인계내역을
확인 후 인식카드로 인증하여야 합니다.
운반자가 배출자 인식카드(또는 시리얼번호) 소지 금지
③ 폐기물 인계ㆍ인수 당일 인계ㆍ인수 전송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RFID운영부 (032-590-4263, 4265, 4268)

운반자 인식카드 인증

휴대형리더기 사용병원
01

02

전용용기에 태그부착

운반자 인수작업
배출자 업무

03

04

배출자인식카드 인증

[전송]버튼 클릭

운반자 업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
적절한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

의료폐기물 줄이기(분리배출) 방안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

입원 및 외래환자, 내원객 등

’19.10.2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 자제를 위해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숙지하여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분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하기
- 입원실, 처치실 등에서 발행하는 약솜 등 의료폐기물 수거하기
- 환자, 내원객 등에게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하기

혈액ㆍ체액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거즈,
약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혈액ㆍ체액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수술용 칼날,
주사바늘, 봉합바늘 등 소모품

-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료수병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하여 버리기

혈액ㆍ체액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거즈, 탈지면

백신ㆍ항암제ㆍ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 등)

의료폐기물 관리자
시행일
및
경과조치

’19.10.29.로 시행하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 경과조치 기간(~’19.12.31.)을 부여
-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위탁처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일반폐기물
의료기기 및 약품 포장재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신생아가 사용한 기저귀

혈액ㆍ체액ㆍ분비물 등에 접촉 및 오염되지 않은
석고붕대, 의료기기 등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1, 7377)

백신ㆍ항암제ㆍ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긴 링거병
(수액팩, 앰플병, 바이알 등)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ㆍ홍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환경조성 및 관리하기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최소화하기
- 채혈실ㆍ주사실 주변 지혈공간 마련
(그 외 로비구역 의료폐기물 제로존 운영)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판 부착 등 교육ㆍ홍보하기
- 봉투형 용기 사용을 통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