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만료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세요! 

할 일:  
약품 수거 장소 또는 가정에서 적절하게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아래 단계를 따라 의약품을 폐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해당 의약품이 FDA 플러시 리스트(흘려보내도 
되는 의약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의약품을 변기에 붓고 물을 내리거나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인가된 수거 장소 찾기

의약품을 가정폐기물로 적절하게 폐기하는 단계

FDA 플러시 리스트

흘려보낼 수 있는 전체 의약품 목록은 FDA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88)-INFO-FDA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Poison Control Help Center, (800)-222-1222번으로 독극물 통제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 DEA는 사용하지 않는 처방 의약품을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동네 약국과 인가된 장소로 가져가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ww.deatakeback.com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고, 우리 동네에서 
National Rx Take Back Day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세요.  

• 또한 다음 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 처분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apps2.deadiversion.usdoj.gov/pubdispsearch/spring/main?execution=e2s1

• 적절한 의약품 폐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1-(800)-882-9539번으로 DEA Office of Diversion 
Control(DEA 전용 통제국)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미 보건국 웹사이트인  
www.hhs.gov/opioids/prevention/safely-dispose-drugs/index.html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냅니다. 
• 약품을 사용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 흙이나 고양이 용변용 모래 같이 처리하기 난처한 물질과 함께 섞어줍니다.
• 다 섞은 물질은 빈 마가린 통 등의 일회용 용기나 비닐 봉지에 넣어 처리하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 처방받은 약병에 있는 개인 정보는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처방 번호, 

귀하의 이름, 처방 의사 이름 및 귀하의 주소 등이 해당합니다.

• FDA 플러시 리스트는 약품 폐기 장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변기에 부어 
물로 씻어내리거나 흘려보내야 하는 의약품의 목록입니다. 

• 아래 나열된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약품은 변기에 부어 물로 씻어내리거나 흘려보내도 됩니다. 

안전한 의약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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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prenorphine 
(부프레노르핀)

• Meperidine 
(메페리딘)

• Oxymorphone 
(옥시모르폰)

• Diazepam Gel 
(디아제팜 겔)

• Methadone(메타돈) 
• Xywav or Xyrem 

(자이와브 또는 
자이렘)

• Fentanyl 
(펜타닐)

• Daytrana 
(데이트라나)

• Nucynta 
(뉴신타)

• Oxycodone 
(옥시코돈)

• Benzhydrocodone 
(벤즈하이드로코돈)

• Hydrocodone 
(히드로코돈)

• Morphine 
(모르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