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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의 Trend
WSSD 2020 GOAL:
2020년까지 화학물질을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생산/사용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과 요구
제품책임주의 (Product Stewardship)의 구체화

1992,
리우선언;
Agenda 21
1972,
스톡홀름선언;
UNEP 설립

2006,
ICCM;
SAICM, 두바이
2002,
WSSD;
2020 Goal,
요하네스버그

2008,
APEC;
Chemical
Dialogue

미충족, 연기….

2007,
REACH 시행;
EU
UN GHS 합의






2020/10/26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계획기구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IC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APEC, Chemical Dialogue: 2000년 “Regulatory Reform” 합의에 따라 작성된 risk 기반의 법규체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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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관리의 Trend
화학물질 관리 방향
Hazard (유해성):

유해성(Hazard)의 이해



 화학물질 고유의
특성으로 조절되지 않음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
경 유해성: 시험을 통한 확인

 인체독성, 환경독성



분류 및 표시 (GHS에 따른 MSDS,
유해성 Label)

 조절 불가

위해성 = 유해성 x 노출(양)
Risk (위해성):

위해성(Risk)의 관리



 용도, 노출수준(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짐



사용 환경, 사용량 및 사용 방법을
고려한 평가: 위해성 평가

 노출수준의 함수



위해성 관리 방안의 실행: 안전보
호구 (PPE), 설비 개선

 조절 가능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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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의 Trend
2020

2019
2015

SAICM
@ICCM in 2006

2010

2020 goal, GHS
@WSSD in 2002

GHS 시행

1996

(혼합물 2013)

1991
산안법

화평법
화관법

화평법 개정
살생물제법

산안법 개정

2016 미국 TSCA 개정

2009 일본 화심법 개정
2007 EU REACH

유해법

1976 미국 TSCA
1973 일본 화심법
2020/10/26







유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살생물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심법: CSCL(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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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의 Trend: 전세계 기존화학물질목록 구축 지도

Japan, 1973

EU, 2008

Australia, 1989

Philippines, 1994

New Zealand, 2001

P.R.China, 2003

Brazil, 2019

USA, 1976

Canada, 1994

South Korea, 1990

Turkey, 2008

Taiwan, 2011

Mexico, 2013

Thailand, 2020

Not Known

Others

On-going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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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의 Trend: 전세계 GHS 시행 지도

2018년 초 기준
: GHS를 이미 시행중인 국가
: GHS를 자발적으로 시행한 국가
: GHS 시행이 진행중인 국가
출처 – http://ghs.dhigroup.com/GHSImplementatationMap.aspx
2020/10/26

: GHS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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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화평법의 화학물질등록 체계

등록 시 톤수 별 시험자료 제출

등록면제
신규화학물질

소량신고,
<100 kg/year

등록







>1000 ton/year:
47개
100~1000 ton/year: 37개
10~100 ton/year:
26개
1~10 ton/year:
15개
0.1~1 ton/year:
9개

유해성 심사

위해성 심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등록/심사결과 고시
(분류표시)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45,000여종

>1 ton/year

등록

유독물질?

유해성 심사

허가물질?

위해성 심사

기존화학물질 톤수 별 유예기간

등록면제
2020/10/26






>1000 ton/year:
100~1000 ton/year:
10~100 ton/year:
1~10 ton/year:

~2021.21.31
~2024.21.31
~2027.21.31
~2030.21.31
10

 영업허가
 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실적보고
* 허가물질: 특정 용도에
대한 규제(예정)

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미국, 일본과 비교 - 신규화학물질
한국 (화평법), 2015 제정

항목

등록/신고
(제조자, 수입자)

 소량 신고, <100 kg/year
 등록 – 톤수별 자료 제출






>1000 ton/year:
100~1000 ton/year:
10~100 ton/year:
1~10 ton/year:
0.1~1 ton/year:

47개
37개
26개
15개
9개

미국 (TSCA), 2016 개정

일본 (화심법), 2009 개정

 PMN 신고, >10 ton/year; 90일전

 소량확인, <1 ton/year1);
 제출: 용도, 예상량

 유해성 여부 입증; 가용한 자료 제출
 EPA가 위해성평가2)

 저생산확인, <10 ton/year1); 비농축성 조건
 제출: 용도, 예상량, 분해성, 생농축성

 중요신규용도신고(SNUN)
 위해우려 신규용도(SNUR list) 관리
 SNUR list: 830여개 물질(신규/기존)

 통상신고(등록), >1 ton/year1)
 제출: 용도, 예정량, 분해성, 생농축성,
인체독성, 환경독성
* 통상신고는 분해성 정도에 따른 제출 시험자료 차등

등록면제
(제조자, 수입자)
- 주요 항목

 저우려고분자 면제
 비분리/분리중간체 면제
 R&D면제
* 모든 면제는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승인)
대상

• PMN: Pre-manufacture Notices; 신규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
• SNUN: Significant New Use Notice; 신규용도신고서
• 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 특정 신규용도규칙






저우려고분자 면제; self
R&D 면제; self
시험용 마케팅 면제(TME); 승인대상
소량, 저노출 면제(LVE, LoREX); 승






저우려고분자 확인
중간체 확인
밀폐계; 확인 불요
R&D/시험/시약; 확인 불요

인 대상
• TME (Test Marketing Exemption)
• LVE (Low Volume Exemption)
• LoREX (Low Releases or Low Exposure)

1) 개별 제조/수입자의 유통량 및 전국 환경배출량 적용
* 환경배출량 = (용도에 따른 배출계수)×(제조·수입량)
2) EPA 평가결과 unreasonable risk 우려의 경우 규제조치 가능

* 일본,화심법 외에 안위법(노동안전위생법)에서도 신규화학물질의 100kg미만 면제,100kg 이상 등록 요구; 화심법 등록 시 간소화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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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미국, 일본과 비교 – R&D용 신규화학물질

구분

R&D 면제, 화평법

R&D 면제, TSCA

R&D 면제, 화심법

사용량 제한

 사용량 제한 없음

 사용량 제한 없음

 사용량 제한 없음

적용 시기

 제조, 수입 전

 제조, 수입 전

 제조, 수입 전

면제 취지

 상업적 사용 배제
 안전한 사용
 잔량의 적법한 폐기

 상업적 사용 배제
 안전한 사용
 잔량의 적법한 폐기

 상업적 사용 배제
 안전한 사용

입증 방법

 면제신청 및 승인
(5일~14일 소요)

 Self declaration
(신청, 승인 불요)

 Self declaration
(신청, 승인 불요)

제출 자료

 안전관리자 현황
 폐기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기타1)

 제출 불요

 제출 불요

확인 점검

 정기적 점검

 점검 가능 (사례 없음)

 점검 없음

특징

 기업에 대한 신뢰 배제

 기업에 대한 신뢰 바탕

 기업에 대한 신뢰 바탕

1)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 보관 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 화평법의 R&D면제 제출자료는 고객사인 실제 사용자의 준비 및 작성으로 요구함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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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미국, 일본과 비교 - 기존화학물질
한국 (화평법)

항목
기존화학물질

45,000여종

미국 (TSCA)
86,000여종;

일본 (화심법)
28,000여종

신고를 통해 active, inactive 구분

등록
(제조자, 수입자)

 사전신고, >1 ton/year
 등록 – 톤수별 유예기간





>1000 ton/year:
100~1000 ton/year:
10~100 ton/year:
1~10 ton/year:

~ 2021.12.31
~ 2024.12.31
~ 2027.12.31
~ 2030.12.31

* 물질별 공동등록이 의무
* 고분자물질 포함

등록면제
(제조자, 수입자)
- 주요 항목

 저우려고분자 면제
 비분리/분리중간체 면제
 R&D면제

 Inactive 물질은 제조·수입·가공 전  정부(METI, MHLW, MOE)가 우선순위 물질
NOA-B 제출 (Active로 전환)
선정하여 위해성평가
 우선평가 물질 223종
 정부(EPA)가 active 물질의 우선순
 감시물질 28종 (난분해/농축성)
위 물질 선정하여 위해성평가
 제2종 특정물질 23종 (독성/고위험)
 중요신규용도신고(SNUN)
 제1종 특정물질 33종 (난분해/농축성/독성)
 위해우려 신규용도(SNUR list) 관리
 SNUR list: 830여개 물질(신규/기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부가 유해성 검토, 위해성 평가 의무
 Screening & prioritization

 정부가 유해성 검토, 위해성 평가 의무
 Screening & prioritization

* 사전신고 톤수별 유예기간 내 면제신청
* 모든 면제는 증빙자료 제출/승인 대상

특징
2020/10/26

 산업계가 유해성 검토, 위해성
평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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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B: Notice of Activity Form B

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기존화학물질의 Screening & Prioritization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별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에
많은 시간 소요

비유해성

유통량 고려

평가 불요

낮은
유해성

유통량 고려

우선순위는 아님

높은
유해성

유통량 고려

우선 평가 대상

 유통되는 수많은 기존화학물질 평가
소요시간 100년 이상….
 따라서, Screening과 Prioritization
반드시 필요

2020/10/26

14

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기존화학물질의 평가
구분

유해성 자료

화평법

TSCA, 화심법

제조자/수입자가 공동으로 확보 및 평가하여 제출

정부가 조사, 확보 및 평가
(필요시 산업계에 유해성 자료 요구 가능)

위해성 평가

제조자/수입자가 조사 및 평가하여 제출

정부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산업계가 용도, 유통량 등 필요 정보 보고)

Screening &
Prioritization

산업계의 요구되
는 자격

없음

있음

톤수 별 3년 단위 등록기간 구분

정부가 screening & prioritization을

제출된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자료 전수심사

통해 우선평가대상 선정, 평가 계획 수립

 전문성 필요 (화학, 독성학, 보건학, 등)

 전문성 필요 (화학, 독성학, 보건학, 등)

 전폭적 비용 부담 (등록 전과정 상의 인력, 시간, 비용

 우선순위 물질선정, 위해성평가 등의 의견청취 단
계에서 필요시 의견 제출

– 유해성자료, 컨설팅, 법률자문)

비고

 국내 산업계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자료 전무

 산업계가 의견제출에 필요한 경우만 유해성 자료

 국내 산업계 화학물질관리 전담인력 전무

 기업별 product stewardship 조직 운영

 공동등록에 필요한 지식: 화평법, 화학, 독성학, OECD TG, 대체시험법, 위해성평가, 지적재산기본법, 부정경쟁방지법, 세법, 민법/상법, 등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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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의 Trend



화학물질등록 체계의 비교 – 미국, 일본



Hazard Communication과 국내 화학물질관리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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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Communication과 국내 화학물질관리


UN GHS에 따른 Supply Chain 상에서의 Hazard Communication

그림문자 (Pictogram)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그림문자

 시각적 정보전달

 유해성분류

 위험성 정보

경고표시 (Label)

 유해위험문구  경고 사항
 예방조치문구  주의 사항
2020/10/26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UNCE
17

Hazard Communication과 국내 화학물질관리


UN GHS에 따른 Supply Chain 상에서의 Hazard Communication
전체 구성성분 중에 혼합물의 GHS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cut-off 이상 함량) 만 3번 항에 기재

☞ 다음 혼합물 제품의 MSDS 작성 가능
☞ MSDS 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risk assessment
☞ 사용자 사업자의 risk assessment결과에 따라 사고 예방, 작업자 보호를 위해 개선조치
원료 A-1
외국

제품+MSDS

원료 B-1
(혼합)

원료 A-2
외국

원료 B-2
국내

원료 A-3
국내

원료 B-3
외국
원료 B-4
국내

2020/10/26

제품+MSDS

원료 C-1
(혼합)

제품+MSDS

원료 D
(혼합)

원료 C-2
국내

Supply chain

그러나, 국내 산업계에는
Hazard communication,
Risk assessment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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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Communication과 국내 화학물질관리


국내 산업계에 Hazard communication 부재 이유


관리의 주체는 정부 (점검, 단속, 조사, ….); 기업에 대한 신뢰 배제



정부가 모든 사업장, 모든 공정을 모두 관리해줄 수 없음



많은 규제: 산안법, 화관법, 소방법, 고압가스법, 지자체 등등



사업장에게 화학물질관리, MSDS는 정부점검 대비 의미



사업장 환경안전부서는 대관업무 위주, 낮은 입지



능동적 화학물질관리보다 수동적(소극적) 관리 고착화

사고 발생

수동적

규제 강화

화학물질 관리

점검, 단속
강화

미국, EU, 일본 등: global company 포함 Hazard Communication을 기반으로 능동적 risk assessment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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