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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해 왔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있

다.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서 화학물질의 환경오염 사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적인 관심사

였다. 특히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이 제기되어 왔다.    

  스위스 의학자 파라셀수스(Paracelsus, 1493~1541)는“모든 화학물질은 독성물질이며, 독성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은 없다. 적절한 양을 기준으로 독성물질(poison)이냐 치료약(treatment)이냐를 구별

할 수 있다. 즉 적재적소에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치료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성물질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화학물질은 건강상의 장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산업발전과 더불어 신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의 개발과 수요가 

증가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도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 4천여 종이며, 매년 300~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

이 시장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7위 수준의 화학제품 출하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

계 시장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연평균 약 10% 성장을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국가 평균 2.3%의 약 4배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에 의한 직업

고독성 화학물질의 규제관리  
방향성 및 대체 화학물질의  
사용 촉진 필요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팀장

이 권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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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발생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 장해

의 위험이 특히 높은 고유해 화학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hazardous)에 대하여 제조 등

의 금지(Prohibition of manufacturing, etc.), 제조 등의 허가(Permission of manufacturing, 

etc.), 특별관리물질(SMM;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HSRM; 

Hazardous substances requiring management) 등으로 관리 수준을 정하여 분류·관리

하고 있다. 동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에서는 특별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

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 수준을 분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 시행한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화

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

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하여 분류·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유해화학물질의 규제관리 목적은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 규

제의 목적이 아니며, 저독성 대체 화학물질의 사용 및 개발 촉진 등을 통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고독성 화학물질의 규제관리의 국제적 동향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규제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UN은 지속가능한 화학물

질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이하 SAICM라 함)”을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SAICM

은 2020년까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역량을 제고하여 화학물질의 생산·사용에 따른 건강·환경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에서는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

서 실행하여야 할 위해성 저감, 지식과 정보, 거버넌스(governance), 역량형성과 기술협력,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5가지 목적과 38개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GPS)에 의한 299개 권고사항

(행동강령)의 실천계획의 수립·이행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독성 화학물질의 규제관리와 관련된 지구행동계획의 내용은 <표1>에서와 같이 작업장내 근로자 건

강보호, 고독성 농약의 위해성 관리 및 저감,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 유해성 관리, 수은 등 국제적 관심물질 관리, 위해성 평가관리 및 위해성 정보전달, 화학물질의 전생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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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life cycle) 관리 등의 내용 들이다.

  유럽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Chemicals(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제도를 관

리하고 있는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에서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

가(Authorization)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

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 건강 유해성 분류 결과 발암성, 생식세

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CMR)의 category 

1, 2 및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지속성, 생체축적 및 독성물질), vPvB(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잔류성이 매우 강하거나 생체 축적성이 매우 심한 물질) 물질 등의 

독성우려가 매우 큰 물질을 중심으로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의 

번호 업무영역 번호 업무영역

1 국가 화학물질관리 정책 평가 20 산업계 참여 및 책임 확대
2 사람의 건강보호 21 화학물질 정보관리 및 보급
3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22 화학물질의 전생애(life cycle) 관리*
4 작업장내 근로자 건강보호* 23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PRTRs) 마련 및 시행
5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적 표준(GHS) 이행 24 교육·훈련 및 대중인식 증진
6 고독성 농약의 위해성 관리 및 저감* 25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7 국제적 농약관리 프로그램 이행 26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 통합프로그램 이행
8 농약에 의한 건강 및 환경 위해성 저감 27 국제 협약(로테르담 협약 등) 이행
9  청정생산 촉진 28 사회적·경제적 측면 고려
10 오염지역의 복원 29 법, 정책 및 제도적 측면 고려
11 가솔린 내 납 관리 30 산업계의 책임 강화
12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 31 이행상황 평가 및 점검

13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및 잔류성유기오염*  

물질(POPs)의 유해성 관리*
32 오염지역에 대한 보호

14 수은 등 국제적 관심물질 관리* 33 유해 위험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15 위해성 평가관리 및 위해성 정보전달* 34 무역과 환경 측면 고려
16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관리 및 저감 35 민간기구 및 시민단체(NGO)의 참여 보장
17 화학물질관련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36 국가 화학물질관리 역량 강화
18 화학물질 위해성 연구, 모니터링 및 관련 데이터 수집 37 (제조)나노물질 관련 활동
19 유해성 정보생산 및 활용 38 전기전자제품 전생애 유해물질관련 활동

<표1> SAICM의 38개 항목의 지구행동계획의 내용

* 고독성 화학물질의 규제관리와 관련된 지구행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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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지정·권고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5년 1월 현재 ECHA에서 SVHC 후보물

질로 지정·권고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Cadmium 등 161종이며, 관련된 화학물질의 정보는 ECHA 홈페

이지(http://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물질 지정・관리 내용

  국내에서도 고독성물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특별관리물질은‘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등 근로자에

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로 정

의하고 있다. 2012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관리 대상 유해물질 내 발

암성물질 (Benzene(71-43-2) 등 9종)을 특별관리물질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2013년 3월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1-Bromopropane(106-94-5), 2-Bromopropane (75-26-3), Lead and 

inorganic compounds(7439-92-1), Trichloroethylene(79-01-6) 등 7종의 화학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추

가 지정하였다. 특별관리물질은 현재 <표2>와 같이 16종의 화학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화학물질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연번 물질명(CAS No)
CMR물질 독성분류 혼합물질 

관리범위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1 벤젠(71-43-2) 1A 1B 2* ≥ 0.1%
2 1,3-부타디엔(106-99-0) 1A 1B ≥ 0.1%
3 사염화탄소(56-23-5) 1B ≥ 0.1%
4 포름알데히드(50-00-0) 1A ≥ 0.1%
5 니켈 및 그 화합물(7440-02-0) 1A(니켈금속 2) ≥ 0.1%
6 삼산화안티몬(1309-64-4) 1B ≥ 0.1%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7440-43-9) 1A 2 2 ≥ 0.1%
8 6가 크롬(18540-29-9) 1A ≥ 0.1%
9 산화에틸렌(75-21-8) 1A 1B 1B* ≥ 0.1%
10 1-브로모프로판(106-94-5) 1B ≥ 0.3%
11 2-브로모프로판(75-26-3) 1A ≥ 0.3%
12 에피클로로히드린(106-89-8) 1B 2** 2* ≥ 0.1%
13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1A 2 1B* ≥ 0.1%
14 페놀(108-95-2) 1B* 1B* ≥ 0.3%
15 납 및 그 무기화합물(7439-92-1) 1B(납 금속 2) 2* 1A ≥ 0.3%
16 황산(pH 2.0이하인 강산)(7664-93-9) 1A ≥ 0.1%

<표2>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관리물질 16종 및 CMR물질 독성분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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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물질 취급 업무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관리물질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여부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별관리물질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①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내용,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게

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

여는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④  특별관리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하여 보관한다.

⑤  작업장에 퇴적 또는 누출된 특별관리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의 진공청소기 등 흡입

장치를 사용하거나 정전기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내도록 하고 흩날리게 제

거해서는 안 된다.

⑥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섭취, 흡연 등을 금지 하여야 하며, 그 내

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 장소에 보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⑧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특별관리물질이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설

비 등도 설치한다.

⑨  특별관리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특별관리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GHS 분류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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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고독성 화학물질의 규제관리의 방향성 및 산업체 지원계획

  환경부에서는 2015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

의 책무의 내용으로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허가물질(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

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CMR) 또는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

에 축적성이 높은 물질(PBT),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PvPvB))의 지정해제는 반드시 허가물질

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제한하

였다.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는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 여

부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환경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화학센터의 운영을 통해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의 개발과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보급 및 대체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

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맺음말

  화학물질은 인류의 생명연장,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풍족한 의복생활을 통하여 인류복지를 증진시키

고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사용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직업병과 안전사고의 발생 및 

환경오염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위험한 영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학물질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발생 할 

수 있는 건강장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화학물질에 따라 유해성과 위험성의 차이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의 관리 수준과 가치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관리 모델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작업

환경관리의 기본개념은 ① 제거 ② 대체 ③ 격리 및 밀폐 ④ 환기설비의 설치 ⑤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⑥ 교육 및 훈련 등이며, 유해물질 대체 절차는 ① 대상 물질 및 위해성 규명(Define) ② 제품 내 대상 

유해물질 측정(Measure) ③ 대체 후보물질 평가(Assessment) ④ 유해물질 대체(Improve) ⑤ 지속적인 

관리(Contro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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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관리는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대체의 과정은 유사 업종의 사용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 중에서 

그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산업체에서 성공적인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① 산업체간 CMR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의미를 공유

②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기업비전 및 기업가치와 연계하여 공식화

③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노사공동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

④ 구매단계에서부터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

⑤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 목록의 작성

⑥ 대체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및 작업환경 개선 관리에 적용 등

1.  European Union(EU)-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Regulation(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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