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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nvironmental issues and health problems related to global climate change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An effective eco-friendly strategy is required to reduce medical wast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ed by anesthesia in hospitals.
Current Concepts: Inhalation anesthetics are very strong greenhouse gases in the order of desflurane, isoflurane, 
nitrous oxide, and sevoflurane. Anesthetics with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and long atmospheric lifetimes 
should be used with caution. Only the minimum required dose of an anesthetic drug with a low persistence 
bioaccumulation toxicity index is recommended for use. Disposable anesthesia products are known to have a 
low purchase price and low risk of cross-contamination; however, this may not be the case. By using eco-friendly 
anesthetic supplies, recycling and reuse, we can avoid wasting money and resources.
Discussion and Conclusi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use of anesthetics are excluded from United 
Nations regulations due to their necessity. However, while guaranteeing patient safety, anesthesiologists must 
fulfill their professional ethical obligations by striving to reduce medical wast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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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세계보건에 중대한 위

협으로 대두하고 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

구의 온도는 산업 혁명 이후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 및 건강 문제는 점점 더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연

합은 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

로 감축하게 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온실가스와 달리 마취제는 그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 규제에

서 제외되고 있다[1].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병원 폐기물

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의료

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각

종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마취제 및 마

취 관련 소모품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의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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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1/3 이상이 병원에서 배출된다고 

한다[2]. 수술실과 분만실은 병원 총 폐기물의 50% 이상을 

발생시키는데[3], 마취행위는 병원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 따라서 수술실에서 근

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본인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문 지식인에게 요구되

는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라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마취행

위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에 대한 여러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친환

경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흡입마취제와 온실가스 효과

흡입마취제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온실가스가 특정 기

간 동안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온난화잠재력

(global warming potential, GWP)으로 측정하는데 이산

화탄소의 100년간 지구온난화잠재력(GWP100)인 1을 기

준으로 할 때, 흔히 사용되는 흡입마취제인 데스플루레인

(desflurane)은 2,540, 아이소플루레인(isoflurane)은 510, 

세보플루레인(sevoflurane)은 130, 아산화질소는 265로 

GWP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1) [2,4,5]. 이와 같

이 마취는 수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흡입마취

제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하는데 그 정도는 데스플

루레인, 아이소플루레인, 아산화질소, 세보플루레인 순이다.

흡입마취제는 인체 내에서 대사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각 흡입마취제의 대사율은 데스플루

레인 0.02%, 아이소플루레인 0.2%, 세보플루레인 4%, 아

산화질소 0.005%이다(Table 1) [2,4,5]. 

체외로 배출된 흡입마취제는 대기로 방

출되어 머물게 되는데, 각 흡입마취제의 

대기 내에서 파괴되기까지 걸리는 대기 

내 잔존기간은 데스플루레인 14년, 아

이소플루레인 3.2년, 세보플루레인 1.1

년, 아산화질소 114년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흡입마취제가 온실가스로서 

지구 대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Table 1) [2,4,5].

수술실과 분만실 등에서 환자에게 사용된 흡입마취제는 

거의 대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체외로 배출되며, 배출된 흡

입마취제는 병원의 가스배출시스템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된

다. 따라서 흡입마취제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WP가 높은 마취제와 대기 잔존기간

이 긴 마취제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GWP가 

높고 대기 잔존기간이 긴 데스플루레인과 아산화질소의 사

용 시에는 특별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하는 등 신중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흡입마취제 사용 시 신선가스유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

수록 기화되는 흡입마취제의 양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적

은 신선가스유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세보플루레

인의 경우 분당 2 L 이하의 신선가스유량을 사용하면 NaCl

과 KCl 성분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신독성을 

가진 compound A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Ca(OH)₂ 

성분을 가진 이산화탄소 흡착제인 소다라임을 사용하는 것

이 추천된다[6,7]. 흡입마취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신선가스유량을 분당 1 L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치명적인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반드시 흡

입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8,9]. 전

신마취기와 호흡회로에서 새는 곳이 없는지 감시하여 예기

치 못한 흡입마취제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기관 내 삽관 시

에는 흡입마취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신선가스 사용을 잠

시 중단하는 것이 좋고, 마취 종료 시에는 흡입마취제의 사

용을 중지한 후에 신선가스유량을 높여야 한다.

현재 환자의 호흡회로에서 배출된 흡입마취제는 대부분

의 경우 별도의 재처리 과정 없이 병원의 가스배출시스템

Table 1. Relative characteristics of inhalational anesthetics

Characteristics Des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 Nitrous oxide

MAC 6.7 1.2 2.2 105

Metabolism (%) 0.02 0.2 4 0.005

GWP100 2,540 510 130 265

Atmospheric lifetime (yr) 14 3.2 1.1 114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2,4,5].
MAC,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GWP100, 100-year global warming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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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대기로 직접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

법은 수술실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흡

입마취제 노출에 의한 피해를 줄여줄 수는 있겠으나, 지구 

전체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배

출된 흡입마취제를 채집하여 재사용하거나 분해하여 제거

한 후 대기로 방출시키는 재처리시스템이 요구된다. 할로겐

화 유기화합물인 데스플루레인, 아이소플루레인 및 세보플

루레인은 안정적인 분자구조를 가져 쉽게 분해되지 않으므

로 배출된 마취제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배출된 아산화질소

의 경우 분해하여 제거하는 방법의 재처리시스템이 개발되

고 있으나, 아직은 개발의 초기 상태로 산업체의 노력과 정

부의 지원이 요구된다[10,11]. 이외에도 흡입마취제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입마취제 대신 정

맥마취제를 사용하거나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부위마취를 실

시할 수 있다.

마취약제와 환경오염

환자에게 투여된 약제는 체내에서 대사되거나 대사산물로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되어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된 많은 약제들이 병원의 폐수에서 발

견되고 있는데 폐수 처리 과정이 그 약물을 완전히 무해하게 

대사시켜 처리하는 과정은 아니다[12]. 병원의 폐수로 배출

된 많은 약제들은 내분비 교란 물질, 신경 발달 독성 물질, 

기형 유발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및 발암 물질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경구, 국소 혹은 정맥으로 투여된 약제가 환자 몸 속의 대

사과정을 거쳐 대사산물로 배설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약제 혹은 사용된 후 주사기에 잔류한 약제가 직접 자연 환

경 속으로 배출되면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약

제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는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각각 

0-3점으로 정량화한 후 종합적으로 더하여 0-9점으로 측정

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세 가지 지표로는 약제가 환경에

서 분해되지 않고 지속하는 정도(persistence), 생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정도(bioaccumulation), 그리고 생물에 독

성을 끼치는 정도(toxicity)를 사용하며, 최종 위험도는 이 세 

가지 지표의 점수를 종합한 persistence bioaccumulation 

toxicity (PBT) 지수로 판단한다[14].

정맥마취제와 같은 마취약제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환

자에게 PBT 지수가 낮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 보호

에 중요한데,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

(propofol)은 마취약제 중에서 PBT 지수가 가장 높은 약제

이다(Table 2) [14,15]. 따라서 다른 약제도 마찬가지겠지

만,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의 위험

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만 한다. 프로포폴은 병원 폐수

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물속에서는 대사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 후 남은 프로포폴은 소각 처리할 것이 권유되고 있다

[13]. 그러므로 마취약제, 특히 정맥마취제를 사용할 때에

는 남는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은 용기에 담긴 약제

를 사용하고, 용기에 담긴 약제를 주사기로 추출하여 사용하

기 보다는 주사기에 미리 담긴 상태로 제조된 약제를 사용하

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정맥마취제가 흡입마취제나 다른 마취 방법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무조건 적은 것은 아니

며, 그 사용방법에 따라 환경오염 위험도의 정도가 달라진

다. 따라서 마취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 용량만을 

사용하여, 약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Table 2. PBT index of anesthetic drugs

Drug P B T PBT

Propofol 3 3 3 9

Fentanyl 3 3 2 8

Ondansetron 3 0 3 6

Midazolam 3 0 2 5

Bupivacaine 3 0 2 5

Ropivacaine 3 0 1 4

Granisetron 3 0 1 4

Ketorolac 3 0 1 4

Remifentanil 3 0 1 4

Flumazenil 3 0 1 4

Sugammadex 3 0 1 4

Lidocaine 3 0 0 3

Atracurium 0 0 2 2

Cisatracurium 0 0 2 2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14,15].
PBT, persistence bioaccumulation toxicity; P, persistence; B, bioaccumulation; T,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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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요구된다.

일회용품과 재사용 가능용품

안면마스크, 기도유지기, 후두경 손잡이 및 날, 기관튜브,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 호흡회로, 호흡낭 및 각종 환자 감

시장치 등 많은 종류의 용품이 환자의 마취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마취용품은 일회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

공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마취용품을 선택할 때에 환자의 안

전, 감염 가능성, 효능, 사용의 용이성 및 비용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회용품 및 재사용 가능용품 모두 

사용방법에 따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회용품은 구입단가가 싸고 유지관리비용이 적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용품에 비해서 총 비용이 적게 든다고 알려져 있

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

의 경우 재사용 가능용품은 총 40회에 걸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20회 이상만 재사용하면 일회용품 20개 사용의 총 

비용보다 적어진다고 한다[16]. 또한 재사용 가능 후두마스

크 기도유지기는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실리콘 재질인 반면, 

일회용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polyvinyl chloride (PVC) 플라스틱과 diethyl-

hexyl phthalate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사용 후 자연 환

경에 배출되었을 때 일회용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가 환경

에 해로운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게 된다[16].

후두경의 경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금속 재질에 비

해 PVC 재질의 일회용품이 환자 간의 교차 오염과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일회용 후두경 플라스틱 손잡이에 함유된 PVC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의 후두경에 

비해 생산 및 사용 후 폐기 처리에 있어 16-18배 더 많은 온

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또한 금속 재질

의 후두경은 관리 및 멸균 소독 비용에도 불구하고 5-7번의 

재사용만으로도 일회용 후두경보다 총 비용이 적게 들어 결

과적으로 비용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한

다[17].

현재 일회용 마취용품의 경우 구입단가가 싸고, 환자 간의 

교차 오염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회용품은 대량으로 제조하는 과정에

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며, 일회용품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소각로에서 독성 물질이 대기

로 방출되는 등 상당한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반면에 재사

용 가능용품은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일회용품에 비해 적으나, 재사용을 위해 소독하고 세

척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마취용품의 선택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선

택하고, 그 사용량은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수술실과 폐기물 발생

수술실에서는 환자 수술과 마취관리에 사용되는 각종 기

구 및 장비를 포장하는 플라스틱, 비닐, 금속 및 종이 등의 

폐기물이 대량 발생한다. 이러한 폐기물의 80%는 환자가 수

술을 받기 이전인 준비과정에서 발생한다[8]. 수술 및 마취

와 관련된 각종 용품, 특히 일회용품의 경우 제조업체와 협

력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각종 장비의 

포장을 줄이면 병원 폐기물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적절한 폐기물 분리의 중요성은 환경 보호와 폐기물 처리

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특히 수술실

에서는 각종 감염성 폐기물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폐기물도 

대량 발생하므로 수술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

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리 수거된 감염성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소각하며, 비감염성 폐기물은 재사용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수술실의 각종 폐기물 분리를 적

절히 하여 종이, 판지, 금속물 등을 40% 재활용하게 되어 폐

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물품 구매 비용을 절약했다는 보

고가 있다[8,18,19].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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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코로나19 환자의 마취 시 감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0].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환자 

마취 상황에서도 개인보호장비 사용량과 각종 폐기물 발생

을 안전하게 줄여가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21].

결론

환자의 안전한 마취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마취제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은 그 필요성으로 인

해 국제연합 국제 규제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마취관리에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사용하는 마취약제

와 방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과 유해물 배출은 지구 환경

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

며,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마취통

증의학과 의사는 의료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하여 노력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지식

인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기말: 기후변화; 의료폐기물; 온실가스;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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