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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1. 서론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 제조자가 화학물질의 유

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말한다. 즉, 화

학물질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

성된 자료이다.

MSDS 제도는 사업주의 의무이행 측면 외에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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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저유해성 제품의 대체선택을 촉진하는 기틀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MSDS 기재 정보 중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

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의 범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다소 넓다는 비판이 있고 영업비밀의 남용으

로 MSDS의 효용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각국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와 영업비밀

가. 한국

1) MSDS 제도

MSDS 제도는 199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

며, 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으로 2006년 12월 12일부터 GHS를 도입하였다. GHS란 Glabally 

Ha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어로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성·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며, MSDS의 작성 및 게시·비치 의무화, MSDS의 양도 또는 제공,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MSDS의 작성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에서 규정한다. 그 외 세부적인 작

성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MSDS 작성·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

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하고,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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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비밀

2006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에게 MSDS를 작

성·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MSDS의 작성·게시는 사업주의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산

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 비밀보호 규정을 법률에 도입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이 무한정 보장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정한 일정한 물질은 영업 비밀에서 제외되도록 보완조치

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 비밀은 전체 MSDS의 

45.5%에 이르는 등 영업비밀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노동부는 영업 비밀을 ‘구성

성분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 개정된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에 따라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경우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

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MSDS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나. 유럽연합

1) MSDS 제도

REACH는 제31조에서 SDS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부속서Ⅱ에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SDS에 기재하는 사항은 화학물질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CSR의 노출시나리오는 연간 10톤 이상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SDS에 첨부되어야 한다.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EA)은 

REACH 제31조 및 부속서Ⅱ에 필수적인 SDS 형식과 내용을 확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GHS의 네 번째 부속서의 “SDS 작성 지침(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safety data sheets)”

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2) 영업비밀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는 REACH 제119조 제2항에 따라, REACH 제

119조 제1항이 아닌 정보는 영업비밀 신청절차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특히 SDS 작성정보의 영

업비밀보호에 관해서는 CLP 제24조에 의하여 대체화학물질명(alternative chemical name)을 

사용신청 할 수 있다. 

REACH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 신청절차에 의해 보호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정보 중 

상당부분이 SDS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일반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련된 정

보보호 절차이며, SDS에 대해서는 CLP 규정이 직접적인 규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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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CLP 규정에 따라 물질 및 혼합물질의 명칭은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라벨 혹은 SDS에 기재된 혼합물질 중 한 개 혹은 수 개의 영업비밀이 요청되는 물질명

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CLP 제24조에 따라 대체 화학 물질

명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출기준(Community exposure limit)이 없는 혼합물의 특정 성분과 CLP 부속서 1에 정해진 

유해성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그 물질이 대상이 된다. 대체물질명을 사용한다고 하

여도 혼합물의 취급에 있어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예방조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소명해야 한다. IUCLID를 통해 ECHA에 신청할 수 있

으며, 신청유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책정한다. 비밀보호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REACH 

제119조 제2항의 판단기준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개되는 정보이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공공영역 또는 산업계의 일반적 

지식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비공개의 청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상업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상업적 가치 또는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정보의 공개가 잠재적으로 등록자 또는 제3자의 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잠재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다. 미국

1) MSDS 제도

미국에서 MSDS 제도는 물질 및 혼합물에 접근하는 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ct)에서 

MSDS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부속서 D에서 MSDS에 포함되

는 정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2년 5월 26일에 산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유해화학물

질 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이나 농약에 대한 기본적 평가나 관리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담당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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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MSDS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이 책임을 지고 있다. 즉, OSHA의 MSDS 규정은 기본  규

정으로서 다른 여러 법에서 필요에 따라 동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MSDS에 작성 및 전

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전달기준(HCS) 및 수송상의 

표시의무 이외에 해당 각 주(州)법의 표시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ct)은 유해화학물질 정보 전달기준에 관한 규정인 29 C.F.R. 

1910.1200(g)에서 MSDS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서 D에서 규정하고 있

다. 동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들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각각의 화학물

질에 대한 MSDS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작업장 내에 각각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MSDS

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

미국의 MSDS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상 영업비밀보호와 유해물질  

관리법(TSCA) 상 영업비밀보호로 구분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ct)는 29 C.F.R. §1910.1200(i)에 영업비밀보호의 근거규정을 두면

서, 부속서 E에 영업 비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관리법(TSCA)는 40 C.F.R. §720.80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근거규정을 두어 

MSDS에 있어서 영업 비밀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ct)상 영업비밀 보호

산업안전보건법(OSHAct)상에서는 “Trade Secr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

건법(OSHAct)상 “Trade Secret”은 기밀의 공식(formula), 양식(pattern), 공정(process), 특정 

작업을 위해 고안된 장치(device), 정보 또는 가공 정보(compilation of information) 등 영업상 

비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영업비밀은 화학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식, 화학물질을 제조·처리·

저장하는 절차, 기계 또는 기타 장치의 형태를 의미한다.

사업주는 기밀의 공식, 양식, 특정작업을 위해 고안된 장치 또는 가공 정보 등에 대하여 영업

비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MSDS 포함된 정보 중 유해위험성 화학제품의 성질 및 영

향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정 화학물질의 고유 식별정보와 구성성분의 함유량이다. 영업

비밀로 인정되어 구체적인 화학물질 명칭이나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영업비

밀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전문 의료인 또는 간호사가 의료

적으로 응급상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고유 식별정보가 응급시 또는 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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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필요한 경우에 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고용주는 즉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요청에 관한 거절에 대하여 각 주(州)의 산업안전보건 노동위원회 및 보

건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핵심은 기밀성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국(OSHA)이 신청자의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보가 신청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일 것

   • 영업에 관련된 정보가 근로자 및 타인에 의해 알려져 있는 정도

   •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신청자의 정보가 경쟁자에 대하여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정보의 가치를 가질 것

   • 정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노력 또는 금액

   • 타인이 영업비밀 정보를 적절하게 획득하거나 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유해물질관리법(TSCA)상 영업비밀 보호

유해물질관리법(TSCA)의 신규화학물질신고제도로 인하여 기업은 MSDS에 포함된 정보

를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업은 환경보호청(EPA)에 영업비밀보호 신

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40 C.F.R. §720.80 (Subpart E - 

Confidential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이다. 

사업주는 EPA에 정보를 제출하는 시점에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다. 유해물질관리법(TSCA)

은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40 C.F.R. §720.90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a)항에서 환경보호청(EPA)은 고유 식별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 신청 이외의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해물질관리법에서 영업비밀로 신

청할 수 있는 대상은 화학물질 고유 식별정보(specific chemical identity)이다.

환경보호청(EPA)이 화학물질 고유 식별정보와 관련된 보건안전 연구 결과를 공개할 때, 영업

비밀보호 신청이 거절되지 않고 승인되었다면 환경보호청(EPA)은 화학물질명 대신 40 C.F.R. §

720.85에 따라 결정된 Generic name(총칭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EPCRA)

EPCRA에서는 trade secret과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EPCRA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의하면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또는 business confidentiality는 trade secret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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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이에 반해 trade secret

은 기밀의 공식(formula), 양식(pattern), 공정(process), 특정작업을 위해 고안된 장치(device), 

정보 또는 가공 정보(compilation of information) 등 영업상의 비밀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다. 따라서 양자를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confidential information 또는 confidentiality

는 기밀정보,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는 기업기밀 정보로 표현하고, trade secret은 

영업비밀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EPCRA에서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타법에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화학물질 고유 식별정보는 유일한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라. 캐나다

1) MSDS 제도

캐나다에서의 MSDS 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캐나다의 국가 유해물질정보시스템인 『작업

장 유해물질 정보시스템(The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WHMIS)』

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WHMIS는 단순한 규제체계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노

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영리추구를 촉진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규

칙·권고 및 행정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정보전달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WHMIS는 연방(federal), 주(provincial) 및 준주(territorial)의 체계적 법체계를 통하여 이행

되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의 WHMIS의 주요 법령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캐나다 WHMIS 법령체계

WHMIS

유해물질법
Hazardous Products Act (HPA)

유해물질정보심사법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HMIRA)

유해물질규칙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HPR)

유해물질정보심사규칙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Regulations (HM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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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법(Hazardous Products Act, HPA)은 MSDS 외에 유해제품의 수입 및 유통 조건

과 관련하여 분류 및 라벨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유해물

질규칙(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HPR)에 위임하고 있다. 유해물질규칙(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HPR)의 주요내용은 제품, 혼합물, 물질 혹은 단일물질의 분류(제2장),   

라벨링(제3장), 물질안전보건자료(제4장), 예외규정(제5장), 추가적 요구(제6장), 물리적 유해 등

급(제7장), 건강상의 유해 등급(제8장) 등이며, 제4장에서 SDS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해물질정보심사법(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HMIRA)은 SDS 작성

이 의무로 되어 있는 관리제품 또는 그 구성물질 중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항목의 정보공개

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물질정보심사

규칙(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Regulations, HMIRR)은 유해물질정보심사법

(HMIRA)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WHMIS 체계 상 SDS는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의 이용, 취급 또는 저장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된다(HPA 제2조). SDS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정보시스템인 WHMIS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유해물질법(HPA)에서 SDS 기재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기재정보에 변함이 없는 경우에도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 영업비밀

유해물질정보심사규칙(HMIRR)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 면제신청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되는 정보의 비밀성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

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유럽 및 미국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영업비밀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WHMIS에서 정보공개의무를 가지는 자로 경제적 목적

을 가지고 유해물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는 공급자(supplier)와 고용주(employer)

이다. 유해물질정보심사법(HMIRA) 제11조 제1항은 공급자(supplier)에게 각각의 물질과 관련하

여 단일물질은 화학물질명, CAS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규제제품의 특정 성분을 식별하는 독

성연구의 이름 등에 대하여, 혼합물질은 성분의 화학물질명, CAS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성분

의 농도 또는 농도범위, 규제제품의 특정 성분을 식별하는 독성연구의 이름 등에 대하여 영업비

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일 물질에 대하여 정보공개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물질의 화학명, CAS 등록번호

의 공개 대신에 SDS에 Generic Chemial Name(GCN, 총칭명)을 공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GCN은 물질의 식별을 은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만 한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정보공개 면제의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자는 본래의 함유량을 

대체하는 함유량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용주에 의한 신청은 공급자 신청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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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주 신청의 경우 면제 신청 정보의 범위를 공급자 신청보다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다.

2013년까지 정보면제신청의 심사는 독립심사기관인 유해물질정보심사위원회(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Commission, HMIRC)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 업무의 중복과  

재정상의 문제로 HMIRC가 폐지되고 캐나다 보건부 산하 작업장유해물질관리국에 통합되어 관

리되고 있다. 위원회 폐지 전 위원회의 정기보고서에 따를 때 2010~2011 기준으로 총 312건의 

정보공개 면제 신청이 접수되어 등록되었다. 같은 시간 진행된 심사절차는 381건으로 이중 365

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16건은 신청자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정보공개면제 신청은 보건부에 제출되며, 유해물질정보심사위원회(HMIRC)제도가 폐지된 지

금 작업장유해물질관리국이 심사를 담당한다. 특히 정보공개면제신청의 심사는 관리국 중 업무

집행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며, 심사위원(Screening Officer)이 총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영업

비밀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비밀성, 비밀성 유지를 위한 조치, 경제적 가치, 재

정적 투자 등 4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위원회는 적합통지(compliance letter)를 통하여 결정

을 한다. 적합통지를 통한 정보공개면제의 효과는 최종결정통지로부터 3년 간 유효하다(HMIRA  

제19조 제2항).

마. 일본

1) MSDS 제도

안전데이터시트는 안전 보건 자료(あんぜんデ-タシ-ト, Safety Data Sheet, 이하 ‘SDS’)와 

유해성의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대상   

물질의 성상 및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GHS와 

ISO1104-1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다.  SDS 관련 규정으로는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독극물취체법(毒物及び劇物取締法), 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

진에 관한 법률(化学物質排出把握管理促進法, PRTR 법)이 있고, 각각의 법령에서 지정되는 

화학 물질과 관련하여 정해진 형식의 SDS의 작성·배포 의무가 있다. 또한 기재 내용은 「일본공

업규격」 JIS Z 7253(GHS에 따른 화학 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 전달 방법 - 라벨, 작업장 내의 

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에 정해져 있다.

MSDS는 독극물취체법(毒物及び劇物取締法) 및 시행령에서 지정되는 모든 독극물, 노동안

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에 지정된 명칭 공표 화학 물질 및 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化学物質排出把握管理促進法, 화학 물질 배출 파악 관

리 촉진법, PRTR법, 화관법)의 지정 화학 물질 0.1(제1종) 또는 1%(제2종)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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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대상으로 한다. 노동안전위생법 제57조에 근거한 명칭공표 물질은 일련번호 23830까지 고

시되어 있으며 화관법의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은 제1종 지정 화학 물질이 462개, 제2종 

지정 화학 물질이 100개 등 총 562개이다. 제1종과 제2종은 독성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 아닌 유

통량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취급 수량에 관계없이 SDS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영업비밀

일본공업규격에는 각종 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화학 물질은 법령에 따라 기재하고, 지정 화학 

물질 이외의 화학 물질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성분명을 일반명칭(약칭, 기호, 숫

자 등)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는 수령자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 보호에 위해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결국 공업규격에 따라 SDS에 기재하는 화학 물질 성분 정보를 일반명칭으

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업규격에 이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영업비밀의 개념 및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 PRTR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PRTR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구체적 기준은 제1종 지정 화학 물질의 명칭 등이 공개됨으로써 

비밀정보가 다른 사업자 등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비밀로 관리되는 것일 것, 생산 방법 기

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일 것,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3. 시사점

영업비밀의 의미는 각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MSDS 제도상의 특유한 영업비밀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적인 영업비밀 개념이 MSDS 제도상의 영업비밀보호

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각국에 공통된 사항이다. 결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다.

주요국가의 MSDS 제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비밀 인정을 위한 등록·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비밀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존재하거나 혹은 각 

개별신청에서 기구가 구성된다. 이 중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독립된 심의기구를 두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의 신청대상은 각 국가별로 공통된 사항이 발견되지만, 국가별로 특유한 사항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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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국가별 영업비밀 신청 대상 정보

공통사항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화학물질명

•성분의 화학물질명

•함유량

•화학물질명

•IUPAC 명칭

•거래명칭,일반명칭

•EINECS 명칭, 번호

•CAS 명칭, 번호

•기타 식별 정보(함유량)

•CAS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함유량

•합성공식

•제조·처리·보존 공정

•CAS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함유량

•독성연구결과

•고용주의 경우

   - 공급자정보 / 브랜드명

   - 거래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보호 신청 대상을 MSDS 기재 사

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는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와 함유량이 포함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대상은 선진국 제도에서 공통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업비밀보호 신청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비밀 적격성에 관한 심의는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앞서 설명한 정보의 비밀

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캐나다의 경우 심의기준은 정보의 비밀성에 관한 심의와 아

울러서 신청인이 제안한 SDS가 WHMIS 제도의 준수성에 관한 관점이 추가된다.

주요국가 모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

든 영업비밀 보호 신청과 관련해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결론

현재 우리나라 MSDS 제도상 영업비밀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등록·심사제도의 도입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록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캐나다 모델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신청을 인정하고, 신청시 전담기구에서 심사하는 방법과 EU와 같이 유해성이 낮은 물질에 

대하여만 영업비밀 보호신청을 인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용 인력, 전문성, 심사의 신속성, 행정부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 심사절차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영업 비밀성 판단에 있어서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등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나 위의 

기준들이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통일적 기준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청인 내지

는 심사인에게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들을 고시 또는 심사지침 등

으로 정립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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