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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소 
GPO Box 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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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300 342 238

  호주 표준 의료용 바늘 
보관통

스크류캡 구멍방지 
플라스틱 보관통

  유리병과 판지박스는 
권장하지 않음

  양철 깡통은 권장하지 
않음

  음료수 및 생수 페트병은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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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의료용 바늘을 
버리지 마십시오

PHARMACY

(Not all pharmacies)

HOSPITAL

COMMUNITY
SHARPS
DISPOSAL



의료용 바늘을 버리면 
안 되는 곳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용 바늘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https://diabetesnsw.syd1.qualtrics.com/jfe/

form/SV_0SARHeHYDObzo5T

의료용 바늘 버리는 곳











참여 약국

병원

지역사회 내 의료용 
바늘 폐기통

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용 
바늘 안전하게 
버리는 법
상세 안내

의료용 바늘은 항상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단단한 플라스틱 
통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https://diabetesnsw.syd1.qualtrics.com/jfe/form/SV_0SARHeHYDObzo5T


개인 의료용 바늘이란?
개인 의료용 바늘은 피부를 찌르는 의료용 
기구로, 병원과 같은 정식 의료 기관이 아닌 
곳이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지역 내 의료용 바늘 
폐기 시설의 위치는?

집에서 가까운 의료용 바늘 폐기 시설을 
찾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afe Sharps(세이프샤프) 웹사이트에 가시면, 
집에서 가까운 세이프샤프 폐기 시설의 위치, 

폐기 시설까지 가는 길 안내 및 폐기 시설의 운영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Diabetes NSW 
& ACT(전화번호 1300 342 238) 또는 지역 

카운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폐기 시설에서 대형통도 받아주는지 
확인하십시오.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인 의료용 바늘을 
안전하게 폐기해주십시오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 의료용 바늘 폐기를 

위한 각종 용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diabetesshop.com

개인 의료용 바늘 버리는 방법
의료용 바늘을 안전한 용기에 넣고, 그 용기를 
아래의 장소에 마련된 개인 의료용 바늘 폐기 
시설에서만 폐기하십시오.

공공 병원 
참여 약국 
지역사회 내 의료용 바늘 폐기통

개인 의료용 바늘의 종류

주사기

펜니들

란셋(손가락 채혈침)

인슐린 펌프 주입세트 
캐뉼라 니들

리브르 플래시 프리스타일 
모니터 장비

의료용 바늘 보관 방법

  스크류캡 구멍방지 
플라스틱 보관통

  호주 표준 의료용 바늘 보관통

www.safesharps.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