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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독성연구실 연구부장(박사, 기술사)

이권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체계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해 왔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 종류

에 따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질 수도 있다.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화학적 구조, 취급량, 취급방법, 

노출실태 등에 따라 이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매우 유해한 독성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 화학물질

이다.

 2016년 1월∼2월 사이에 인천 및 부천 소재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절삭 작업과 검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Methyl alcohol, Methanol), CH3OH, CAS No. 67-56-1)에 노출되어 시력이 손상되는 급성중

독사고 발생은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2011년 이후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가습기 살

균제에 의한 임상산부 및 영유아 140여 명이 사망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에 의한 직업병 발

생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되어 1982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의해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

질은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장해 정도(건강장해, 상당한 건강장해, 중대한 건강장해)에 따

라 화학물질은 제조 등의 금지물질 90종(산안법 37조, 시행령 29조)❶, 제조 등의 허가물질 12종

(산안법 38조, 시행령 30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3종(산안법 39조 2항, 시행령 

31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88종(산안법 42조, 규칙 93조 1, 별표 11의 4), 특수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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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상 유해인자 169종(산안법 43조, 규칙 98조 2, 별표 12의 2), 특별관리물질 36종(규칙 420

조 및 별표 11의 2), 관리대상 유해물질 171종(규칙 420조 및 별표 11의 2),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

질 645종❷(산안법 39조, 규칙 81조의 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등으로 <그림 1>과 같

이 분류·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기존화학물질

건강장해 상당한 건강장해 중대한 건강장해

유해성·위험성평가 
(안전공단)

• 평가대상 물질 선정

• 실태조사, 비용·편익 분석 등

• 법적관리 필요성 및 관리수준 제안

심의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 활용

• 평가결과, 제안사항 심의

• 관리수준 결정 및 법 개정 추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심사

조치사항 통보 및
이행여부 점검

유해성 관찰

노출기준
성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작업환경
측정물질

특수건강
진단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산업계의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 등 금지물질 등의 8가지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

여 관리 수준을 분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특히 높은 고유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 등의 금지물질, 제조 등의 허가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으로 관리 수준을 

정하여 분류·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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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별관리물질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 420조 및 별표 11의 2)에 의한 특별관리물질(Special Management 

Materials)은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

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

동부의 특별관리물질 확대 지정 현황 및 혼합물질관리 범위(한계값)는 <표 1>과 같다. 

<표 1>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물질 확대 지정 현황 및 혼합물질관리 범위(한계값)

특별관리물질 

지정일자
물질명(CAS No)

혼합물질 

관리범위 한계값

2012. 3
(9종)

Antimony trioxide(1309-64-4) ≥ 0.1%

Benzene(71-43-2) ≥ 0.1%

1,3-Butadiene(106-99-0) ≥ 0.1%

Carbon tetrachloride(56-23-5) ≥ 0.1%

Cadmium and its compounds(7440-43-9) ≥ 0.1%

Ethylene oxide(75-21-8) ≥ 0.1%

Formaldehyde(50-00-0) ≥ 0.1%

Hexavalent chromium(18540-29-9) ≥ 0.1%

Insoluble nickel compounds(7440-02-0) ≥ 0.1%

2013. 3
(7종)

1-Bromopropane(106-94-5) ≥ 0.3%

2-Bromopropane(75-26-3) ≥ 0.3%

Epichlorohydrin(106-89-8) ≥ 0.1%

Trichloroethylene(79-01-6) ≥ 0.1%

Phenol(108-95-2) ≥ 0.3%

Lead and inorganic compounds(7439-92-1) ≥ 0.3%

Sulfuric acid(pH 2.0≤ Strong mist)(7664-93-9) ≥ 0.1%

2017. 3
(20종)

Acrylonitrile(107-13-1)

Acrylamide(79-06-1)

Dinitrotoluene(2532-14-6)

N,N-Dimethyl acetamide(127-19-5) ≥ 0.3%

Dimethylformamide(68-12-2) ≥ 0.3%

Dimethyl sulfate(77-78-1)

1,2-Epoxypropane(75-56-9)

2,3-Epoxy-1-propanol(556-52-5)

2-Ethoxyethanol(110-80-5) ≥ 0.3%

2-Ethoxyethyl acetate(111-15-9) ≥ 0.3%

Ethylene dichloride(= 1,2-Dichloroethane)(107-06-2)

Ethylenimine(151-56-4)

Hydrazine(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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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지정일자
물질명(CAS No)

혼합물질 

관리범위 한계값

2017. 3
(20종)

Mercury and  compounds(7439-97-6)
(All forms except aryl & alkyl compounds)

≥ 0.3%

2-Methoxyethanol(109-86-4) ≥ 0.3%

2-Methoxyethyl acetate(110-49-6) ≥ 0.3%

Perchloroethylene(127-18-4)

Propylene imine(75-55-8)

Stoddard solvent(8052-41-3)

1,2,3-Trichloropropane(96-18-4)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관리 대상 

유해물질 내 발암성물질(Benzene(71-43-2) 등 9종)을 특별관리물질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2012년 3월 지정(과거 발암성물질로 지정되었던 물질)된 특별관리물질은 Antimony 

trioxide(1309-64-4), Benzene(71-43-2)등 9종이며, 2013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로 추가 지정된 특별관리물질은 1-Bromopropane(106-94-5), 

2-Bromopropane (75-26-3)등 7종이다. 그리고 2017년 3월 Dinitrotoluene(2532-14-6) 등 

20종❸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특별관리물질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모두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

관리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이 중에서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2-메톡시

에탄올,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2-에톡시에탄올, 2-에

톡시에틸아세테이트, 페놀,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등 11종은 생식독성 구분 1A 

및 구분 1B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었으며, 그 물질을 용량(중량) 비율 0.3% 이상 함

유한 혼합물질 제제는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Benzene 등 나머지 25종

의 화학물질은 발암성 구분 1A 및 구분 1B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었으며, 그 물질을 

용량(중량) 비율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제는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특별관리물질은 UN GHS 건강 유해성 분류결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

(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CMR)이 구분 1A(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또는 1B(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생식독

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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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 예방 규칙」에 의한 특별관리물질의 관리

일본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 예방 규칙」에 의거 특별관리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표 2>

와 같은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를 대상으로 모두 42종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물질을 중심으로 기존에 관리되었던 의 24종(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제조의 허가물질) 6종, 특정화학물질 제2류물질 18종)의 화학물질과 지난 2015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확대된 1,2-Dichloropropane(78-87-5) 등 18종의 화학물질을 포함된 현황이다. 

일본의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물질을 중심으로 함유 중량 비율이 1퍼센트(또는 0.5%∼5%)를 

초과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 

일본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 예방 규칙」에 의거 특별관리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조건특례 규정

법 관리 화학물질명 관리 구분 조건 및 특례 규정

제조 허가 1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제조 허가 2 -나프틸아민(naphtylamine) 과 그 염

제조 허가 4 오르토(ortho)-톨리딘과 그 염

제조 허가 5 디아니시딘 및 그 염

제조 허가 6 베릴륨(beryllium) 및 그 화합물
합금 은 함유 중량 3%를 초과하여 

함유한 제제

제조 허가 7 벤조트리클로리드
함유 중량 0.5%를 초과하여 함유한 

제제

제2류 3의 2 인디윰* 관리 전문 법칙 제38조의 7

제2류 3의 3 에틸벤젠* 특별 유기용제 등 도장업무에 한함

제2류 4 에틸렌이민 특정 　

제2류 5 산화에틸렌(에틸렌옥사이드) 특정
전문  법칙 제38조의 11(멸균 작업) 

특화 칙 제38조의 14(훈증 작업)

제2류 6 염화비닐 특정 　

제2류 8 오라민(auramine) 오라민 등 　

제2류 11 크롬산 및 그 염 관리 　

제2류 11의 2 클로로포름*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1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특정 　

제2류 13의 2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관리

제2류 14 콜타르(coal tar) 관리 함유  중량 5%를 초과하는 것

제2류 15 산화프로필렌 특정
전문  법칙 제2조의 2, 전문 법칙 

제38조의 14 (훈증 작업)

제2류 18의 2 사염화탄소*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18의 3 1·4―디옥산* 특별 유기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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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리 화학물질명 관리 구분 조건 및 특례 규정

제2류 18의 4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19
3·3‘-디클로로-4·4’-
다아미노디페닐메탄

특정 　

제2류 19의 2 1, 2―디클로로프로판* 특별 유기 용제 등
세척 불식(Dispel business)업무에 

한함

제2류 19의 3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19의 4
디메틸-2-디클로로 비닐 포스 

페이트(DDVP)*
특정 성형·가공·포장 업무에 한함

제2류 19의 5 1·1-디메틸히드라진 특정 　

제2류 21 중크롬산 및 그 염 관리 　

제2류 22의 2 스틸렌*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22의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4-염화 아세틸렌)*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22의 4 사염화에틸* 특별 유기 용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22의 5 트리클로에틸렌* 특별 유기 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23의 2 나프탈렌* 특정 액체 상태의 것을 제외

제2류 23의 3 니켈 화합물* 관리
분말상태인 것에 한함

(니켈카르보닐 제외)

제2류 24 니켈카르보닐 특정 　

제2류 26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특정 　

제2류 27의 2 비소 및 그 화합물 관리 아르신 및 비화갈륨 제외

제2류 29 베타-프로피오락톤 특정 　

제2류 30 벤젠 특정 전문  법칙 제38조의 16(용제)

제2류 31의 2 포름알데히드 특정 전문  법칙 제38조의 14(훈증 작업)

제2류 32 마젠타(magenta) 오라민 등 　

제2류 33의 2 메틸 이소 부틸 케톤* 특별 유기 제 등 유기용제 업무에 한함

제2류 34의 2
Refractory ceramic fibers*
(RCF, 142844-00-6)

관리
분진이  발생 할 우려가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전문 법칙 제38조의 20)

✽ 2015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확대된 18종의 특별관리물질

한국과 일본의 특별관리물질 관리의 차이점

한국에서는 특별관리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의 경우 발암성물질은 함유 용량 비율이 

0.1%,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인 경우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

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발암성물질을 중심으로 함유 중량 비율이 1퍼센트(또는 0.5%∼5%)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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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와 같이 취급 근로자에 대한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특별관리물질의 지정법위의 차이는 취급방식 또는 용도에 대한 조건특례 규정

이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조 등의 허가와 특별관리물질의 변경시 

일본, EU, 환경부 등이 도입하고 있는 취급방식 또는 용도에 따른 조건특례 및 사용의 제한에 관

한 내용을 관련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별관리물질의 지정관리 변경 계획

2011년 일본에서 교정 및 인쇄작업시 세척제로 사용되는 1,2-디클로로프로판(1,2-DCP, 78-

87-5)으로 인하여 간 및 담관암이 총 17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7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

다. 이를 계기로 페인트 제거, 드라이클리닝 용제 등 다양한 목적의 세척제 솔벤트로 사용되

는 1,2-디클로로프로판에 대한 발암성평가의 연구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지난 2016. 12월 발간된 IARC 

Monograph 110에 의거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Group 1로 확정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

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

조 및 별표 11의 2)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포함) 및 특별관리물

질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현재의 노출기준 75ppm을 10ppm(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TLV-TWA와 같은 수준)

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2013년 3월 지정된 페놀에 대한 특별관리물질 지정의 적정성 검토 요구가 많이 있어, 국내·

외 기관에서 제공하는 CMR(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분류정보를 확인하여 특별관

리물질 지속 관리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페놀은 일본 NITE(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제품 평가 기술 기반 기구)에서 2006년도에 생식독성 구분 1B로 분류한 근거를 

기반으로 2013년 3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기관에서 2016년 3월 개정한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의 분류결과에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다. 페

놀에 대한 특별관리물질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여러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페놀에 포함될 수 

있는 벤젠 등의 유해성분의 함유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할 경우 예상되

는 근로자의 건강위험성에 대한 사전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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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페놀의 특별관리물질 지속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에서의 법적 관리 수준, 유해

성·위험성 분류 결과,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자 건강위험성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석

❶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화학물질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❷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는 717번까지 일련번호가 있으나 실제로 중복된 물질(73종, 예

로 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와 2-에톡시에탄올은 동일물질로 중복됨)을 제외하면 644종의 화학물질이며, 이중 어떤 이성질체는 물리

화학적 성질이 다르고 CAS 번호가 별도로 있어 이를 따로 분류하면(예, xylene은 o-xylene, m-xylene, p-xylene으로 구분됨) 

11종이 더 추가되어 656종으로 최종 집계할 수 있다.

❸ ① 디니트로톨루엔, ②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③ 디메틸포름아미드, ④ 2-메톡시에탄올, ⑤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⑥ 스토다드 

솔벤트, ⑦ 아크릴로니트릴, ⑧ 아크릴아미드, ⑨ 2-에톡시에탄올, ⑩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⑪ 에틸렌이민, ⑫ 2,3-에폭시-1-

프로판올, ⑬ 1,2-에폭시프로판, ⑭ 이염화에틸렌, ⑮ 1,2,3-트리클로로프로판, ⑯ 퍼클로로에틸렌, ⑰ 프로필렌 이민, ⑱ 하이드라진, 

⑲ 황산디메틸, ⑳ 수은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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