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VCPVC 의료용품의료용품 사용실태사용실태 현황현황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조사조사 배경배경 및및 방법방법



PVC PVC 의료용품의료용품 조사배경조사배경

PVC는 사용시 DEHP 용출, 사용 후 소각 시 다이옥신
생성의 주범

사용 후 의료용품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거의 전
량 소각되고 있음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PVC 의료용품을
친환경용품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움직
임이 미비함

이에, 국내 사용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PVC 의료용품 저
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조사조사 대상대상 병원병원 선정선정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500병상 이상의 병원 중 정신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 진료 특수성이 있는 병원 5
곳을 제외한 36곳의 병원을 선정함

이들 병원 중 21곳의 협조로 국내 주요 병원의 품목
별 PVC 의료용품 사용 현황 조사를 실시함



조사조사 대상대상 품목품목 선정선정

제품특성 제품 목록 제품

IV 제품 수액백(IV bag), 수액세트(IV set), 연결관(Extension tube)

혈액제제와

수혈관련

제품

혈액제제별 (전혈제제, 적혈구제제,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혈액백 , 제대혈 카테터(Umblical catheter), 경막내 카테터
(Epidural catheter) 

투석제품
혈액투석 튜브(Hemodialysis:blood tubes) 

복막투석백(Parenteral dialysis bags) 

인공영양

주입제품

인공영양주입주머니(Feeding bag)과 인공영양주입관(tube) 

종합비경구영양주입주머니(TPN bag)

체액수집

제품

상처배액주머니(Wound drainage bag) 

소변주머니(Urine bag) 

비닐 검사용

장갑
비닐재질의 일회용 검사용 장갑

비침습적인

의료제품

침습적인

의료제품



조사조사 방법방법

선정된 병원의 구매 담당자에게 공문을 통해 선정된 품
목별 사용량, 재질, 제조업체별 사용현황을 2005년 1월
~6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사함.

사용비율은 제품의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을
계산함

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후, 해당 제조업체를 통해
재확인

해외사례의 경우, 해당사의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해 생
산 현황 조사

국내 제품의 생산 통계는 관할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정
리함.



국내국내 주요주요 병원의병원의 PVC PVC 의료의료 용품용품

사용사용 현황현황 조사조사 결과결과



수액관련수액관련 제품제품

수액백 사용 실태 조사 대상 병원 : 서울과 경기 소재의
200병상 이상의 주요 병원

총 65곳 병원 중 이미 대체품이 상용화 된 수액백의 경우
Non-PVC 제품을 100% 사용하는 병원은 13곳이었음

수액세트와 연결관은 수액백과 같이 사용되나 Non-
PVC 제품의 국내 개발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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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과수혈과 마취마취 관련관련 제품제품

혈액백은 제제 종류와 관계없이 100% PVC 사용

제대혈 카테타의 경우 DEHP 고위험 노출 대상자 중 하나인 신생아
용품인 점을 볼 때, Non-PVC 제품의 사용 및 개발이 시급

제대혈 카테타의 Non-PVC 제품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이었으며, 
조사 대상 병원 중 1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었음

경막 내 카테타는 Non-PVC을 사용하는 병원이 8곳이었으며, 그
재질은 나일론, 폴리아마이드, 폴리우레탄 등이 사용되고 있었음

100

92

30

8

70

0 20 40 60 80 100 120

혈액백

제대혈 카테타

경막내 카테타 Non-PVC

PVC



투석투석 제품제품

혈액투석 튜브는 100% PVC 용품을 사용하고 있었음

복막투석백의 경우 각 병원에서는 PVC와 Non-PVC 제
품을 혼용하고 있었으며, 단 1곳에서만 Non-PVC 제품
만을 사용하고 있었음

Non-PVC 제품 재질은 폴리올레핀 재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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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영양주입용품인공영양주입용품

Feeding bag와 tube의 경우 Non-PVC 사용 병원이 1곳이었으
며, 그 재질이 폴리에틸렌 라미네이트와 알루미늄 라미네이트 이었
음

튜브의 경우 Non-PVC를 사용하는 병원이 3곳이었으며, 실리콘 재
질이었음. 

TPN bag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제품을 2곳의 병원
에서 사용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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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수집용품체액수집용품

상처배액주머니의 경우 Barovac의 경우 Non-PVC 제품을 혼용
해서 사용하는 병원이 5곳이었으며, Non-PVC만 사용하는 병원이
7곳이었으며, 그 재질은 실리콘 임.

소변 주머니의 경우 그 사용량이 많으나, 100% PVC 용품을 사용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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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비닐 검사용검사용 장갑장갑

사용량이 높은 비닐 검사용 장갑의 경우 Non-PVC 제
품을 사용하는 병원은 8곳이었으며, 그 재질은 폴리에틸
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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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찰찰

국내 주요 병원에서는 주로 PVC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Non-PVC 제품의 경우 상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PVC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음

또한 비록 체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료용품
이 거의 소각된다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
품의 경우에도 친환경소재인 Non-PVC 제품을 사용하
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PVC PVC 의료의료 용품용품 저감을저감을 위한위한 제언제언



의료인의료인 대상대상 교육과교육과 홍보홍보

의료인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정보 등을 알리고 배울 수 있는 프로
그램 마련

그 방안은 홈페이지, 워크샵, 보수 교육 등을 통해 실시



제품의제품의 정확한정확한 정보정보 제공제공

PVC에 첨가되는 프탈레이트의 종류 뿐만 아니
라 함량까지 표기 의무화

형식적인 권고나 현재와 같이 모순된 표기는
DEHP의 유해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정정 필요



특정특정 대상의대상의 DEHP Free DEHP Free 제품제품 사용사용 의무화의무화

DEHP의 고위험 노출 대상자인 신생아, 임산부, 
노약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Non-PVC 제
품 또는 DEHP가 없는 제품 사용 의무화

DEHP 고위험 노출이 우려되는 치료과정의 의
료용품의 경우 Non-PVC 제품 또는 DEHP가
없는 제품 사용 의무화



친환경의료용품의친환경의료용품의 활성화를활성화를 위한위한 정책정책 제도제도 마련마련

Non-PVC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
자금을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 필요

친환경상품인증제도를 의료용품으로 확대하여 공립병
원의 친환경의료용품의 구매 의무화를 통한 대체품 시
장 활성화

친환경상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 녹색
병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처리 수가 등에 인센티브제
적용

친환경의료용품에 대해 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책정하여
Non-PVC 제품의 생산 및 사용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