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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 경
>> 인류의 문제는 무엇인가?

구석기인의 수렵과 채집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ZdI8&articl
eno=6354&categoryId=46&regdt=20180120000000

흑사병

고대 로마의 전쟁, 뉘른베르그
https://pxhere.com/ko/photo/1234244

https://jsy2125.tistory.com/25

>> 인류의 다음 문제는?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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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 경
∎ 화학사고와 화학물질관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화학물질 문제란 가장 최근 형성된 이슈 중 하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화학물질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시작된 것은 1940년대
 화학물질 피해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식
 따라서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은 아직 안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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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Q1 지금 화학물질규제가 필요한가?
Q2

화평법은 목적지향적으로 제정되었고,
이행되고 있는가?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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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의 화학물질규제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
+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promotion of alternative methods

for assessment of

hazards of substances

 as well as the free circulation

of substances on the internal market while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REACH_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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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의 화학물질규제

▌유럽과 국내의 화학물질규제 현황
혼합물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폴리머
나노규제(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combinded with REACH
살생물제규제 / (EU) No 528/2012

Directive 98/8/EC

음식물접촉물질규제 / (EC) No 1935/2004

Directive 80/590/EEC
Directive 76/768/EC

화장품규제 / (EC) No 1223/2009

EU REACH* / Substance
1976 1980

1998

2006

2010

2013

2015

화평법

2018

2020

2025

화평법 개정
살생물제규제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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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I. 유럽의 화학물질규제

▌ 2000년대 이후 화학물질 규제의 Trend
Chemicals & Substances

Articles & Products

NANO

2002 WSSD

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

REACH (EC No 1907/2006)

07.2013~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및 제한에 관
한 법률

Food Contact Regulation
(EC No 1935/2004)
11.2011~

물질
Bio- & Pesticide Regulation
(EU Directive 98/8/EC)
01.2013~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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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통제

I. 유럽의 화학물질규제

▌ REACH 개요
History of the adoption process of REACH





Feb. 2001
May 2003
Oct 2003
Dec 2006

„화학물질 정책의 미래 전략“
6000개 이상의 comments
EU Commission, REACH 초안 발간
EU Parliament, REACH 채택

REACH





30.12.2006
01.06.2007
01.06.2008
01.12.2008

Article (`11.6.1)

• Articles containing SVHC substance
(0.1%, >1tonne, unregistered substance)

REACH Regulation 1996/2006
REACH 발표
ECHA started work
REACH 사전등록 마감기한

1st CLP

2007

2008

2009

2010

2011

• 혼합물

2nd Registration
• 100-1000 ton / year

• > 1tonne CMR
• > 100tonnes R50/53

- 2006

2nd CLP

• 단일물질

1st Registration
• > 1000 ton / year

the end
or
the beginning

2012

2013

3rd Registration
• 10-100 ton / year
• 1-10 ton / year

2015

2018 2018 ~

Candidate List of SVHC: 174 substances
 28.10.2008
 13.01.2010
 18.06.2010
.
.
 17.12.2014
 07.07.2017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1st List: 15 물질
2nd List: 12 물질
3rd List: 9 물질
.
.
.
.
6 물질 추가

+

총 174 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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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43개 물질 / 65개 물질
 As of Oct. 2017, Annex XIV(Authorisation List): 43 물질
 As of Oct. 2017, Annex XVII(Restriction List): 65 물질

II. 화평법 개요

▌화평법과 화관법의 목적
[화평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
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관법]의 목적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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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화평법 개요

▌화평법의 체계
신고
신규화학물질
(100kg 미만))

화
학
물
질

평가

등록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100kg 이상))

중
점
관
리
물
질

유독물질 지정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허가물질
지정
제한∙금지
물질 지정

신고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
제품 내 중량비 0.1% 이상 and
물질 총량이 연간 1톤 초과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신고 면제 대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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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고

II. 화평법 개요

▌화평법 일정 및 대상 분류

사전
신고

기존물질 중
사전 신고 완료 물질

사전
신고
사전
신고

1000톤 이상*
등록

100톤 – 1000톤 미만 등록
10톤 – 100톤 미만 등록

제품

1톤 – 10톤 미만 등록

사후 관리

사전
신고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유해화학물질

제한/금지 물질

*1000톤 이상: 1000톤 이상 물질+1톤 이상 CMR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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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화평법 개요

▌등록 프로세스
Registration Process
1단계: 자료 수집/확보/유통
협의체/상위공급망/
화학물질정보시스템

2단계: 서류 작성/제출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확인

• 물리화학적 정보
• 유해성 정보

K-CHESAR

노출평가

등록신청자료 제출

K-CHESAR

• 용도(Uses) 정보
• 노출(Exposure) 정보

위해성평가 자료 작성

하위공급망
Extended MSDS

3단계: 신청 결과 확인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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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발급

III. 질문 1-1
Q

우리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합니까?

No!

치약 스캔들

가습기 살균제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2-methyl-4-isothiazolin-3-one)

6,932 victims / 1,577people were killed
and injured.
(02.09.2017, KEITI)

살충제 오염 계란

생리대 스캔들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About 42million eggs were disposed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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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1-2
Q

화학물질규제가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산업계

ECHA

EU member state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TD&CSR 준비

TD&CSR 평가

Testing proposal
평가

TCC

Dossier
Update

Communication
on SCM

물질 평가

물질 정보 평가

추가자료 요청 및 검토

등록서류 발표

허가/제한/CLP

제조자 & 수입자: 화학물질 안전 담당
ECHA & EU 당국: 규제 모니터링 및 관리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A_4차산업혁명 시대에 화학산업계를 위한
국가차원의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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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1-2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A

유해화학물질의 시장퇴출과 대체물질 시장 활성화
SVHC Screening Procedure (REACH and CLP)

ECHA established a plan in 2013 Dec. to select
hazardous chemicals based on registration
dossier from 2010 to 2013.

2000개 유해화학물질의 검토
대체물질 활용의 증가
공급망상에서의 화학물질 용도 변경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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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1-3
Q

화평법과 화관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준비는?

A

화관법은 화학안전원,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예상 물질 수
19∼21년
구분

‘18년

(1,000톤이상및

고위험성물질*)

22~24년

25~27년

(100∼1,000톤) (10∼100톤)

28~30년

누계

(1∼10톤)

(∼30년)

등록·심사물질

343종

1,600종

1,100종

2,000종

2,300종

7,343종

(추정치)

(등록완료)

(533종/년)

(367종/년)

(667종/년)

(767종/년)

(611종/년)

< 선진국과 유사 업무 사례 비교 >
구분

유럽 화학물질청 인력

환경부․과학원 인력

제도운영 총괄관리

174명(30.4%) / 전체 571명

2명(0.06%) / 환경부 전체 3,053명

등록·평가

226명(39.5%) / 전체 571명

20명(5.3%) / 과학원 전체 380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9)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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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2-1
Q

화평법은 목적지향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 화평법의 목적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A

핵심에 집중하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럽에서

구매하여 사용

 유럽에서 등록한 기업은 비용을 다시 지불
※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지적

 유럽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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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2-2
Q

화평법은 목적지향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화평법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U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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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2-2
A

안전성평가를 기초로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자료 생산
하위 사용자 (Downstream Users)

MSDS, 노출시나리오, 인증

제조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배합자1

배합자2

원료 가공/생산 업체
제품 생산 업체

사용자
최종 사용 업체

용도, 톤수
정보교환

등록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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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2-3
Q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신뢰가 있습니까?

A1 ’13년에 제정된 화평법은 “① 장기계획 미비, ② 잦은 법규 개정,

③ 등록후 평가시스템 취약” 함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산업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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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2-3
Q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신뢰가 있습니까?

참고 공개와 소통을 통한 계획
ECHA Strategic Plan
for 5 years

ECHA 전략 계획

ECHA Programming Documents

다년차업무 프로그램

MAWPs

Multi-annual work programmes

WPs

연차업무 프로그램

Annual work programmes

Draft work programme

계획
평가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
•
•

제도 이행 평가

REACH-EN-Forcement
Evaluation Progress Report
REACH baseline study 5
years update
www.ech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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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문 2-3
A2

사례 1

신뢰에 기초한 “확인” 절차의 면제와 간소화가 필요
 유해한 고분자 → 등록

사례 2

 무해한 고분자 → 면제 신청!

[등록대상 고분자 구분을 위한 판단 절차]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 23 -

 비분리중간체
 현장분리중간체
 수송분리중간체

면제 신청!
등록서류간소화

IV. 요약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우리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합니까?
화학물질규제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화평법은 목적지향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신뢰가 있습니까?

화평법은

必

요하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기업의 비용 절감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신뢰 회복하여

‘소재·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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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발제를 마치며,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국내는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지속가능한 화학산업을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영향력!



GLP 인프라 부족으로 유해성 정보 생산에 차질, 대면 미팅의 한계로
공급망 상의 정보 확보에 어려움



코로나 19로 유럽의 유해성 정보 구매 협상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

► ’21년 등록을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준비하고, 화학3법
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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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Vielen Dank fuer Ihre Aufmerksamkeit!

Dr. Sanghun Kim, Professor, Head of Center
Kyungsung University Dept. of BioSafety
Center for Chemical Safety Research
48434 Suyeong-ro, Nam-gu, Busan, Korea
TEL. : +82 51 663 4892
C.P. : +82 10 7374 7096
Email: fatherofdamin@ks.ac.kr
경성대학교 화학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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