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실험폐기물 관리 및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과 「의과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의과대학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내에서 교육․연구

개발활동 등에 의하여 배출되는 실험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실험폐기물“이란 실험․실습 연구개발활동 등에 의해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에서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달리 그 성질 및 상태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등으로 유

해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안전한 취급 및 적정한 처

리 등의 관리를 지정 또는 권고하는 물질 등을 말한다. 단, 방사성 폐기물은 제외(원자력안전법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과대학 내에서 실험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연구실(실험실․실습

실)에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역할) ① 학장은 실험폐기물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당해 연구실(실험실

실습실)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수연구지원센터를 전담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관리에 필요한 계획 및 정책 수립

2. 분류․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3. 배출원 및 배출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③ 연구실책임자 및 실험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폐기물 관리 지침의 제반사항 이행

2. 폐기물에 대하여 비활성화․안정화 조치

3. 복도․계단․옥외 등에 수집․보관 금지

제5조(관리 및 처리) ① 실험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실험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배출 관리 기준

[별표 1]에 따라 실험 폐액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폐기물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고, 실험폐기물 배출 시 성상별로 분류하여 배출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다.

② 실험폐기물의 수집․보관․운반․최종 처리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부서에서 부

담하되, 제반사항 불이행의 경우와 폐시약 처리의 경우는 배출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서 식 1. 실험 폐액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폐기물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별 표 1. 실험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배출 관리 기준[별표 1]

부 록 1. 폐액 수집 용기[부록 1]



2. 폐액 처리 절차[부록 2]

3. 공존할 수 없는 물질 목록[부록 3]

4. 의료폐기물 종류[부록 4]

5.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부록 5]

부 칙

1.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실험 폐액 처리대장

배출일자 종 류 배출량 배출자 확인자 비 고

※ 비고란에는 실험 폐액 처리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폐기물 처리대장

번호
배출일/

멸균일
폐기 품목

배출량/

멸균량

활성 제거 방법

취 급 자 서 명
위탁 처리/
자체 멸균

 ※ 의료폐기물(손상성폐기물 포함)과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반드시 배출량/멸균량과 활성 제거 방법을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실험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배출 관리 기준

1. 실험 폐액 관리

가. 실험 폐액의 종류

• 실험 후 배출되는 액상의 폐기물(방사성 폐기물 및 고체상은 제외)

• 산성계, 알칼리계, 유기계, 무기계, 오일류, 사진계액 등의 폐액

•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등의 위험 물질류

나. 수집 배출 방법

• 실험 폐액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중화 또는

비활성 상태로 안정화 조치

• 실험 폐액 원액 및 기구 3회 세척수까지 수집

• 지정된 용기 사용: 폐액 종류별로 특수잉크로 인쇄된 내화학성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high-density polyethylene)수집용기(20리터)에 투입

• 수집 용기에 반드시 종류별 폐액 정보 부착(폐수처리 의뢰전표 부착)하여 배출

(씽크대 투입 금지)

• 연구실 내에 통풍이 잘 되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보관

• 연구실별로 실험 폐액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

다. 처리절차

• 실험 폐액 배출 시 종류별로 수집된 폐액을 계명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https://safe.kmu.ac.kr) 내 폐기물 관리에 접속하여 배출자가 직접 신청

• 폐액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신청 및 문의: 교수연구지원센터 담당자

2. 폐시약 관리

가. 폐시약의 종류

• 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시약

⇒ 산화계, 알칼리계, 유․무기계, 중금속류, 가연성, 폭발성 등의 위험 물질

• 유효기간은 남았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약

• 저장용기에 표지가 훼손되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시약

• 시약용기, 시약용기 내 잔류액 등

나. 처리절차

•폐시약 배출 시 종류별로 분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신청 및 문의: 교수연구지원센터 담당자



3. 의료폐기물 관리

가. 의료 폐기물의 종류

• 실험 후 배출되는 동물의 사체, 배지류, 주사기, 주사바늘, 미생물류, 실험에 사용된

각종 기구류

• 감염성 폐기물, 생화학적 물질 등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곤란한 각종 바이오 폐기물류

• 의료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도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간주

시험에 사용된 폐배지 및 용기 일회용 팁 등

주사기, 칼날류 일회용 장갑류 등

시험관, 기타 소형 용기류 각종 동물 사체류

․ 실험에 사용된 동물 사체류

(개, 소, 토끼, 쥐, 고양이, 닭, 기타

동물사체 등)

․ 동물의 장기류도 포함

․ 인체 조직물류

나. 수집․배출 방법

•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수집(규격용기 외 사용금지)하며, 일반 생활폐기물 절대

투입 금지

• 저장용기는 반드시 실험실 내에 비치하고 반드시 뚜껑을 사용하여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용기신청은 용역업체 직원에게 문의)

• 저장용기에 실험실명, 배출 폐기물 종류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함

• 관리 지침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음

• 배출 시 운반용기를 접착테이프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

• 연구실별 폐기물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



4. 생물 관련 폐기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물 포함) 관리

가. 연구 시 발생되는 모든 생물 관련 폐기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물 포함)은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고압증기 멸균하거나 화학소독제를 사용하여 불활성화 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단, 동물 사체류와 같이 실험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곤란한 경우 해당. 폐기물은 냉동보관(15일 이내 배출) 후 폐기

나. 연구실별 책임자의 감독 및 관리 하에 실험 및 폐기 조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다. 처리 전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라. 일반 연구시설 기준으로 실험폐기물 불활성화 조치 가능한 관련 장비 또는 설비

(고압멸균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필수적으로 구비

마. 연구실별 폐기물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

≪불활성화 조치방법≫

• 고압증기 멸균: 121℃ 고온에서 15분간 처리

- 플라스틱류, 유리제품, 손상성, 고체류, 깔짚 등

• 자외선 살균소독

- 소량 연속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유기용제 묻은 용기류, 종이류,

장갑류 등

• 화학처리(락스 등)

- 폐배지 및 액상류 등

  

    



[부록 1]

폐액 수집 용기

연 번 폐액명 사 진 종 류

1 산 폐액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 2.0 이하

종류: 각종 ACID류, 질산,

염산, 황산, 초산,

기타 유기산류 등

2 알칼리 폐액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 12.5 이상

종류: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아민류, 탄산염,

인산염 등

3 유기계 폐액

할로겐, 비할로겐족, 기타

폐유기용제

(암모니아 함유 폐액)

종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벤젠,

아세톤, 톨루엔, 벤젠,

에탄올, 메탄올 등

4 무기계 폐액

상기의 폐액을 제외한

액체상태의 폐기물

종류: 수은, 시안, 불소, 인산,

중금속계(Fe, Ni, Co, Zn,

Cu, Mn, Cd, Pb, Cr, V, Ti,

Ge, Sn, As,

Al, Mg ..)등 단, 침전물이

있을 때는 여과



[부록 2]

폐액 처리 절차

① 실험 후 발생 폐액  ② 폐액 수집용기에 투입

폐수처리의뢰전표 부착(앞, 뒤)

③ 처리 의뢰 ④ 운반 및 위탁 처리

▶신 청 자 : 연구실 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https://safe.kmu.ac.kr)

▶문 의 : 교수연구지원센터

담당자



[부록 3]

공존할 수 없는 물질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초산
크롬산, 질산, 수산기를 지닌 화합물, 에틸렌 글라이콜, 과염소산,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아세틸렌 염소, 브롬, 구리, 불소, 은, 수은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 물, 사염화탄소 또는 그 외의 염화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할로겐

무수 암모니아 수은, 염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요오드, 브롬, 불화수소산

질산암모늄
산, 금속 분말, 가연성 액체, 염소산 염, 아질산 염nitrites, 황,

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아닐린 질산, 과산화수소

브롬 염소와 동일함

뷰틸 리튬 물

활성 탄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모든 산화제

염소산 염 암모늄 염, 산, 금속 분말, 황, 미세 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크롬산 초산, 나프탈렌, 캠포, 글리세린, 터펜틴, 알코올, 가연성 액체

염소
암모니아, 아세틸렌, 부타다이엔, 부탄, 메탄, 프로판(또는 그외의

석유가스), 수소, 소듐 카바이드, 터펜틴, 벤젠, 미세 금속

이산화염소 암모니아, 메틴, 포스핀, 황화수소

구리 아세틸렌, 과산화수소

큐멘 하이드로페록사이드 유기 또는 무기산

시안화물(소듐, 포타슘) 산

가연성 액체 질산 암모늄, 크롬산, 과산화수소, 질산, 과산화소듐, 할로겐

탄화수소 불소, 염소, 브롬, 크롬산, 과산화소듐

시안화수소산 질산, 알칼리

불화수소산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구리, 크롬, 철, 대부분의 금속 또는 금속염, 알코올, 아세톤,

유기화합물, 아닐린, 나이트로메탄, 가연성 액체, 기체 산화제

황화수소 발연 질산, 기체 산화제,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요오드 아세틸렌,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수은 아세틸렌, 풀민산(fulminic acid), 암모니아

질산
초산, 아닐린, 크롬산, 시안화수소산, 황화수소, 가연성 기체, 가연성

액체

옥살산 은, 수은

과염소산
초산 무수물, 비스무스 및 비스무스를 포함한 합금, 알코올, 종이,

나무

포타슘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염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염소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망간산 포타슘 글리세린, 에틸렌 글라이콜, 벤즈알데하이드, 황산

은 아세틸렌, 옥살산, 타르타르산, 암모늄 화합물

소듐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과산화 소듐

에탄올 또는 메탄올, 빙초산, 초산 무수물, 벤즈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글리세린,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아세테이트, 푸르푸랄

황산 염산포타슘, 과염소산 포타슘, 과망간산 포타슘(또는 소듐, 리튬)

아세톤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

아크롤레인 산화제, 산, 알칼리, 암모니아

아자이드 산

칼슘 옥사이드 물

하이드라진 산화제, 과산화수소, 질산, 금속 옥사이드, 강산, 다공성 물질

염산 대부분의 금속, 알칼리 또는 활성 금속

모르폴린 강산, 강산화제

질산염 황산

아질산염 산

유기용매 강산화제, 산, 강한 부식성 화합물

산소 기름, 그리이스, 수소, 가연성 액체, 기체 및 고체

유기 과산화물 유기 또는 무기산, 마찰, 열

흰 인 공기, 산소, 알칼리, 환원제

셀레나이드 환원제



[부록 4]

의료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
(마크: 노란색)

의 료 폐 기 물 내 용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

의 시험기구

병리계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생물화학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부록 5]

의료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폐기물 종류 전용용기 종류 보관기간 보관시설 비고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15일

전용보관시설

(4℃ 이하)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30일 전용 보관창고

병리계 폐기물

[고상]
상자형
골판지류

[액상]
상자형

합성수지류

15일 전용 보관창고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