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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현황 5D

1. 도입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5월호에 게재된 화학

물질관리 1편에 언급된 것처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부처와 관

련법이 다양하고, 또 회사에서도 화학물질관리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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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부부처와 여러 개의 법은 각기 타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

학물질 관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화학물질관리는 화학물질이 중앙에 있는 주사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각 면마다 주사위 숫자가 다르듯 법에 따라 그 요구 및 지켜야 하는 수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각 법을 모두 조화롭게 지키기가 난감하다. 회사의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잘 마련되

어 있지 않은데 환경・안전・보건・위험물 등 각 부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가 서로 유기적이지 못하며 

관리에 대한 가용한 자원이 회사 내 또는 외부에도 적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를 잘할 수 있는 도구・

방법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보급되지 못한 것과 더불어 환경・안전・보건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각각

의 분야에서만 관리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지면상 모든 문제를 상세히 기술하기 어려워 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업

보건측면에서 화학물질관리를 기술하고자 하나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관리가 보건, 안전, 환경, 소

방 등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본론

1) 화학물질의 목록화와 각 공정별 사용현황 파악-현장의 확인

어느 사업장이든 사용 화학물질의 목록이 잘 작성되어야 한다.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 경우 작

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또는 MSDS 관리를 위해서 화학물질 리스트를 갖고 있다. 보건관리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리스트보다는 MSDS 자료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리스트에 해당 화

학제품의 사용부서 및 더 세부단위인 단위 직무, 각 직무별 근무자, 기간별 사용량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리스트나 MSDS를 구비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 작업

자, 단위 공정별, 화학제품, 제품 중 각 화학물질 성분, 또는 법규상 항목(예, 발암성 물질 또는 허용기

준유지대상 물질 등)등 원하는 자료를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

질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없는 경우 엑셀 프로그

램 같은 것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누락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화학제품 입・출고 목록과 연

계되면 바람직하다. 자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구매부서로부터 정기적(매달)으로 입고현황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1회/년) 해당 공정별로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보존하는 서류와 실제 현장과 비교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된 화학물질 사용데이터베이스는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이 된다. 한 사

업장 또는 어느 단위공정에서 어떤 화학제품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노출을 중・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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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각 화학제품별로 각종 법규 현황(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법의 규제 상황)에 대하여 물질별로 파악해놓으면 매우 유용하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관리부서에

서 갖고 있는 리스트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1>은 캐나다 빅토리아주의 Worksafe에서 제시한 화학물질관리의 12단계를 개념적으로 표시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담당자가 지정되면 (1단계), 화학물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시되

며 MSDS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관리 전체가 아니라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 관리

의 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화학물질의 등급제정과 이에 따른 관리

화학물질이 몇 개 되지 않으면 관리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각 제품마다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가 쉽지 않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 유해성에 따라 등

급화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림2>는 필자가 몇 해 전에 한 회사에 제안한 화학물질의 등급화에 

대한 예이다. 화학물질을 금지 물질, 엄격관리 물질, 관리물질, 일반물질로 구분하고 사용하는 화학

제품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앞에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에 따라 각각 어느 등급에 포함되

는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점이다.

<그림1> 화학물질 관리의 12단계(캐나다 빅토리아 worksafe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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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and check the way you do things (화학물질 관리 기록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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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Decide who is responsible for key tasks and plan action (화학물질관리자 지정 및 권한위임)

・Identify all chemicals stored and used (모든 보관 및 사용 화학물질 리스트 작성)

・Obtain and review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s)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검토)

・Obtain and review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s)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및 검토)

・Assess the risks associated with chemicals used and stored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Undertake atmospheric monitoring and/or health surveillance if required (필요시 작업환경/건강검진 실시)

・Eliminate or minimize any risks to people and property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자, 재산 위험성 제거/최소화)

・Provide information, instruction and training (정보, 지침, 훈련 제공)

・ Check and ensure containers of chemicals and chemicals in systems/pipework are 
adequately labeled or identified (화학물질 보관함, 파이프라인 등에 적절한 라벨링 점검 확인)

・  Check and ensure MSDSs ar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mployees (and other relevant people) 
(MSDS에 대한 근로자/관계자 접근 가능성 점검)

・  Identify and undertake specific duties if scheduled carcinogens and threshold quantities of  
dangerous goods are stored or used (발암성 물질이나 유해한 물질을 과다 사용하는 공정 확인 및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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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위 개념에 따라 각 등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는 하나

의 가이드라인이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1>에서 발암성에 대한 여러 기관의 분류가 상충될 수 있는데 대기업인 경우 언급된 모든 기관의 

것을 참조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등급만을 따라 분류해도 무방한데 고용노동부 등급이 여러 기관의 것을 최근에 종합하여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관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지권고물질이 경우 ① 

사업장 신규화학제 도입 시 금지 ② 제품 품질과 공정안전을 고려한 대체물질 개발 및 적용 검토 ③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궁극적으로 공정과 제품에서 Phase-Out ④ 부득이 사용할 경우 매우 엄격한 

관리를 한다.

금지권고물질은 가능하면 신규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용물질인 경우 대체물질을 적극적으로 고

려해본다. 그러나 금지권고물질이라 하더라도 부득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황산 같은 경우 도금사업장이나 전자 산업에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IARC에서 발암성 물질

(Group 1)로 규정하고 있어 금지권고물질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황산을 대체할 물질이 

없다. 이런 경우 금지권고물질이라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도록 더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한다.

대체물질의 개발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용이 더 문제

될 수 있다. 기존 사용 물질에 비해 공정이나 최종생산품의 품질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게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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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급화 개념도. CMR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을 의미함. 

금지권고물질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반물질

관리물질

엄격관리물질

금지권고물질

・금지, 제한 관리 물질이 아닌 물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MSDS 등 일반적 관리가 필요한 물질

・금지제한 물질은 아니나 작업자 건강장해 가능성
・사용 시 관리가 필요한 물질
・측정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특검대상 물질 등

・ 산안법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고용노동부 지정 금지물질, 
CMR 1급)

・GHS 1A, 1B물질(공인기관 지정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기타 회사 필요물질(예, 전자산업)

・작업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 유발 가능 물질
・사용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
・GHS 분류체계 2등급, 고용노동부 CMR 2등급
・허용기준 이하 유지, 특별관리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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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글에서는 대체물질을 개발하여야하는 

몇가지 사례를 예시한다.

① 휘발성이 큰 물질이면서 유해성이 크면 휘발성이 작은 물질로 대체

② 인화성이 큰 물질이면 인화성이 작은 물질로 대체

③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감작성 물질은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

④ 여러 가지 유해성을 갖는 화학물질 보다는 단일 유해성이 있는 물질 사용

⑤ 진한 산/알칼리 보다는 희석된 산/알칼리 사용 검토

⑥ 가루나 분진 타입보다는 페이스트나 펠릿 형태의 제품 사용

⑦ 유성보다는 수성에 기반한 제품 사용. 그러나 수용성 제품은 미생물 번식의 문제, 공정상 스펙 

문제, 처리 후 산화의 문제, 폐수 처리문제 등이 부각될 수도 있다.

대체물질의 예로 페인트 및 녹을 제거하는데 기존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Glygol 류, 샌드블라스

트 가 주로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덜 유해한 베이킹 파우더(Sodium bicarbonate) 사용, 규사 대신 

폴리비드, 열매껍질, 옥수수 자루 이용, 전분 이용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첨단 시설에서는 초고압 살

수 시스템이 사용된다. 약하게 붙은 녹이나 불순물은 고체 CO2 펠릿을 이용하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기용제 대신에 초임계 액체(supercritical fluid)가 사용이 보고되었다.

엄격관리물질인 경우는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

치를 취하게 되며 작업환경 개선 시 최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도입/취급/폐기 양(Quantity)을 관리하

는 생애주기(Life-cycl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작업자 노출량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한다. 작업을 수행

할 때 작업방법, 작업환경의 기준(예를 들면 특정한 장소를 명시하거나, 일정한 기류가 흐르는 국소 

배기시설이 설치된 곳, 개인보호구 종류 명시 등)을 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외에도 법적

으로 요구되는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의 횟수와 시료 수 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관리물질은 금지

권고물질과 엄격관리물질 이외의 법적관리대상 물질로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2016 October42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현황 5D

3) 화학물질의 등록시스템

화학물질의 등록시스템은 본론 1)의 화학물질의 목록화와 각 공정별 사용현황 파악과 연계되어 실

행될 필요가 있다. 회사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전산화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꼭 전산

<표1>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등급 설정의 구체적 예

분

류
종류 및 범주 설명

금
지
권
고
물
질

내용
금지권고물질이란 작업자에게 직업성 암 등 심각한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 사업장 내 도입 및 사용

을 금지하는 물질임.

강력한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대상 

물질

- 작업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하게 제재하는 물질

- 대상: 고용노동부의 취급 등 금지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공인기관에서 

제정한 강력한 

발암물질

고용노동부, IARC1), NTP2), OSHA3), NIOSH4), ACGIH5), EU6), REACH7) 등의 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고 발표한 물질로 GHS 분류체계상8) 1A, 1B 물질

- 고용노동부: 발암성 물질 (C),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M), 생식독성물질 (R) 중 1등급(1A, 1B 물질)

- OSHA, NIOSH: 발암성 물질

-  IARC(1, 2A)*, NTP(K, R), ACGIH(A1, A2), EU(C1, C2), EU REACH (CMR 및 환경/생체축적물질 중 인정된 1A, 1B 물질)

기타 업종에 따른 

금지물질

- 예, 전자산업에서 RoHS (6종) 등에 해당되는 물질

- 대상 : 보건, 환경, 안전상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

엄
격
관
리
물
질

내용 엄격관리물질이란 작업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장 내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물질임.

공인기관에서 

제정한 발암의심

물질

고용노동부, IARC, NTP, OSHA, NIOSH, ACGIH, EU, REACH 등의 기관에서 동물에게서 암을 일으킨다고 발표한 

물질로 GHS 분류체계상“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

- 고용노동부: 발암성 물질 (C),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M), 생식독성 물질 (R) 중“2등급”에 해당하는 물질

- IARC(2B), ACGIH(A3), EU(C3): 발암성 의심 물질

- EU REACH: CMR 및 환경/생체축적물질 중 후보물질군(Candidates)

관
리
물
질

내용
관리물질이란 금지권고물질, 엄격관리물질은 아니나 작업자에게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장 내 

사용 시 관리가 필요한 물질임. 위 금지권고물질, 엄격관리 물질이 아니나 법적관리가 필요한 물질

금지권고, 엄격관리

물질외 법적 관리

물질

-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182종)

-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화학물질 642종)

- 관리대상물질(168종)

-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화학물질 168종)

일반물질
금지권고물질, 엄격관리물질, 관리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로 특별한 관리가 아닌 MSDS 비치 등 일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질

1.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

2.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

3.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4.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5.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6. EU: European Union(유럽연합) IHCP (Institute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ESIS)

7. REACH: EU-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8.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부록 참

조) : UN이 주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서 법적 제

도화를 통해 정착하고 있음. * ( )안에 내용은 각 기관에서 제정한 등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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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가 언제든지 어느 화학물질이 어떤 공정에

서 어떤 근로자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 즉 다시 말해서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 이것

이 어느 시점의 단면에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서류나 아니면 엑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사업장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이 파악되어야 하며, 특히 위 등

급분류 중 금지권고물질이 도입되는 경우는 이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기전이 작동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이 시스템에서 개인별 또는 세부 직무별 화학물질의 사용 및 노출가

능성 여부, 측정결과 건강검진 결과가 통합적으로 묶여지게 되며, 이를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작

업자의 총 근무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사실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니라 회사 사정에 맞게 단기, 중기 계획을 갖고 실행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4) 화학물질의 MSDS 관리가 화학물질관리는 아니다

작년인가에 어느 국회의원의 발의로 각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 MSDS를 정부에 등록하게 하는 법

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 그 뒤 진행경과는 알지 못하지만 실제 이 법안이 실행이 되었다면 정말 작

업장의 화학물질 관리가 잘되어 남영전구의 수은중독이나 또는 메탄올로 인한 실명 사고 같은 것이 

예방되었을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도 몇 번 강조했듯이 MSDS를 잘 관리하거나, 

신뢰성 평가를 하는 것이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물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보

건학적 입장에서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이 안되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MSDS의 관리 및 비

치, 업데이트는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되지만 전적으로 이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물론 여력이 있

는 회사라면 MSDS를 잘 활용하여 보다 작업장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를 활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유해성분을 구분하거나 영업비밀물질의 함유실태를 파악하거나 등 보다 나

은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는 현장에서 작

업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자가 실제로 그 물질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 화학물질사용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정을 지키는 것도 벅찬 일이다. 더구나 사업체 운

영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무수히 많은 법을 준수해야 하니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영세 

사업장에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도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제도나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정말 

실효성 있게 작업자가 일하는 환경의 유해성 여부를 잘 파악해주고, 근로자의 직업병을 찾아내거나 

또 예방해주는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화학물질의 위험성 관리의 요소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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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도 전체는 아니다. 법의 시행은 포괄성을 큰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과거에 작업장에 어떤 유

해인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수준으로 발생하는지 몰랐을 때 제조업의 모든 사업장에서 그 현

황을 파악하는 것. 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하

다. 그러나 현행의 측정제도가 작업장 개선에 얼마나 실효가 있으며, 특수건강진단으로 직업병이 얼

마나 찾아지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오히려 두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여기서 필자가 이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화학물질이 극히 제한적이며 또 노출기준 이하로 작업장을 유지한다 해도 더 작업장의 

유해인자 수준을 더 낮추는 노력을 사업주가 하도록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직업병은 보통 해당 요인이 잘 알려진 경우에만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한다. 예를 들면 신나 사용 사업장에서 백혈병이 발생했을 때 주로 벤젠의 사용과 노출농도를 평가

하여 직업병을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유기용제에 의하여 인체의 면역기능 저하나 호흡기의 손

상, 간의 손상 등으로 체내의 흡수량이 증가한다던지, 해독작용이 약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기용

제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것이 유전자나 다른 조혈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전통적 학

문체계는 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현대 들어와서 노출농도가 과거에 비해 높지 않은 사업장이 많

지만, 다중 노출의 건강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면 노출기준도 변한다. 예를 들어 벤젠의 경우 

미국 ACGIH에서는 1946년에 노출기준이 100 ppm이었다가 1997년에 0.5 ppm로 낮추었다. 무려 200

배 노출기준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도 벤젠의 허용기준을 10 ppm → 1 ppm → 0.5 ppm으로 낮추

었다. 백석면의 경우도 1980년대의 2개/cc에서 1998년도에 0.1개/cc로 낮추어 50배 감소하였다.

<그림3> 미국 ACGIH(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벤젠과 석면의 직업노출기준인 TLV(Threshold Limit Value)의 시대적 변화.

Year TLV, ppm Fold Reduction

1946 100 MAC-TWA

1947 50 MAC-TWA 2.0

1948 35 1.4

1957 25 1.4

1977 10, A2 2.5

1990 Proposed 0.1, 1A

1996 Proposed 0.5, 1A

1997 0.5 20.0

Benzene

Year TLV, f/cc

1946-47 5 mppcf(MAC-TWA)

1948-1973 5 mppcf(MAC-TWA)

1980-1997

Chrysotile 2
Amosite 0.5
Crocidolite 0.2
A1

1991
Proposed 0.2 f/cc for all forms,

A1; Not accepted

1997
Proposed 0.2 f/cc for all forms,

A1; Not accepted
1998-present All forms 0.1, A1

Asbestos

200배 감소
50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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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가 할 일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관리의 주는 사업장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

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환경부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이차적이다. 그

러나 현실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수동적이고 오히려 타부처가 더 적극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감독처벌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기본적으로 규제법이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달가운 법이 아니다. 규제법은 속성상 강제 집행

이고, 강제 집행은 강력한 감독과 상시 감독이 가능해야하며, 또 정부와 사업장의 관계가 강력한 종

속관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감독관의 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강력한 감독, 상시 감독

은 불가능하며, 정부와 사업장의 관계도 과거처럼 일방적이지 않다. 더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여러 측면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강력한 제제와 감독이 필요는 하겠지만 이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유연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 사업주, 노조가 지혜를 

모아 적극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니와 몇 가지 단편적 생각을 피력한다.

첫째, 업종별로 주요 유해화학물질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작업환

경 실태조사 자료나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화학물질 사용목록을 파악한 다음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이나 고독성 물질 중 제거나 대체가 가능한 물질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업

종별로 보다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보급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역점을 두

고 있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는 대표적인 제조업일뿐 아니라 유해

인자가 잘 알려진 산업이다. 이런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찾아내고 업종별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 적용하는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독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를 지원한다. 산업위생의 관리방법의 첫째는 유해인자의 제거나 대체이다.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한 

인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다른 관리방법에 비해 ① 가장 효과가 좋으며, ② 적용가능한 사

업장은 그 효과의 재현성이 좋으며(신뢰가 가능), ③ 비용-효과적이다.

극히 상식적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나 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의 실시는 매우 취약하고, 

사업장에서 할 일이라고 방치해왔다. 자원이 풍부한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단독으로 제거

나 대체물질을 찾을 수 도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우며 가능하다해도 타 사업장으로의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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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감독・처벌만으로 산업보건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다.

업종별로 적극적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대체재를 개발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장

에 보급하고 이를 잘 적용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

히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크게 신경쓰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독성 유기용제에 대해 독성이 덜한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와 활용

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림5>는 외국에서 연구된 대체 물질 개발보고서나 웹페이지의 예이다.

<그림4> 유해화확물질 제거/대체를 위한 회사차원의 로드맵

Step 1

• 팀의 구성 :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전사적 팀
 • 기존팀, Taskforce, 생산부서 또는 개발부서 포함, 외부 전문가 활용
 • 가능한 최고 경영층의 명시적 인정을 받도록 함(최고 아니면 그 다음, …)
 • Step 2와 동시 진행될 수도 있고, lucky하면 CEO가 먼저 지시할 수도 있음

Step 2

• 유해화학물질 Removal을 위한 논리 개발, 설득
 • 경영층, 관리자, 근로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 국내외적 변화, 법규의 강화, 최근의 사고, 근로자의 관심, 사회의 변화, 동종 업계 벤치마킹
 • 경제적 이득,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는 논리가 없다면 다른 측면에서 더 큰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함

Step 3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질 중 유해물질 제거
 • 기존 사용물질 인벤토리 구축
 • 위험성 분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장단기적 계획: 바로 없앨 수 있는 물질, 장기적 검토 물질 -> 대체와 연계

Step 5

• 유해물질 비 사용에 대한 정책 대내외 발표, 전사적 구현
 • CEO가 회사 방침으로 공표하게 함
 • 대규모 회사: 대내외 발표, 소규모 : 내실있게 추진

Step 7

• 주기적 검토, 평가
 • 성과발표

Step 4

• 신규물질도입시 검증시스템 구축
 • HSE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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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학물질 취급자는 정상 작업보다는 정비작업, 청소작업 등 간헐적 작업에서 더 노출되기 쉽

고, 또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근로자가 더 노출되나 그 실태는 잘 파악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농도 

노출 가능 작업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정규직 작업자 및 하도급 

작업자의 보호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개발하여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는 매우 고가의 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고 있다. 언어문제도 있고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어 국내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부가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용의 화학물질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여러 이해

관계자가 모여서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방안이 많이 모아질 것이다. 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

씩 하나씩 고용노동부가 실속있게 추진한다면 굳이 감독과 처벌 외에도 사업장에서 환영받으면서 정

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제언

우리나라는 수년째 일인당 GDP가 2만불 시대에 머무르고 있고, 국가의 위상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가 수년이 지났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이 뒷

<그림5>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운영중인 유해물질의 대체에 대한 보고

서나 웹페이지의 예.

좌상 : 유해성이 큰 염소계 유기용제 세척제의 대체제 보고서, 

우상 :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TURI (Toxic Use Reduction 

Institute) 즉, 독성물질저감연구소 홈페이지. 제목에 2006년도에 

연구한 5가지 화학물질 대체에 관한 연구가 보이고 있다. 

하 :  대체 물질에 대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여 정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목의 SIN List에서 SIN은 Substitute It Now (지금 바로 대체하라)

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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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되어야 하는 것 같다. 그 중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복지이고, 이는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없이는 불가능하다. 화학물질관리도 이런 시각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환

경을 지켜야 하는 상식적인 것이 되도록 문화가 형성되고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감독과 처벌과 더불어 사업장의 문화 자체가 당연히 지켜지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5회에 걸쳐 화학물질관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사실과 또 개인적인 의

견을 피력하였다. 어느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다른 부분은 개인 의견이기도 하다. 필자의 생각

이 틀리거나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본 지면을 통하여 작업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지혜를 모으기를 바라며 다시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화학물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가 

제대로 되면 근로자, 환경, 시민 모두의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서 대해서는 감독 처벌 기능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개발 접목시켜야 한다.

 셋째, 화학물질 노출은 정상작업보다는 비정상 작업에서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

책을 강구한다.

 넷째, 영업비밀물질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다.

다섯째, 하도급업체/비정규직의 작업자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와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유해화학물질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물질의 개발, 사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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