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독성물질 저감 규제동향 및 글로벌 기업의 대응 사례
그린삼성 편집부

그린삼성 편집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독성물질 저감관련 규제 동향과 이에 대한 주요 국가 및
글로벌 기업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계가 참고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본 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린삼성 독자들의 인사이트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Ⅰ. 독성물질 저감 규제동향

1. 국제기구 동향
□ UN은 화학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추진방향
및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
- UN 산하의 UNEP1)(유엔 환경계획)는 ‘02년 WSSD2)(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조치방안의 일환으로, ‘06년 ICCM3)(화학
물질관리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원칙 및 실행
계획을 규정한 SAICM4)(국제 화학물질관리 전략)을 채택

1)
2)
3)
4)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C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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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폰트의 저작권자는 네이버(주) (재)네이버문화재단이고,
나눔글꼴모음 사이트(https://hangeul.naver.com/2017/nanum)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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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CM 주요내용】
- 고위급 선언, 포괄적 정책전략, 지구행동계획의 3대 분야로 구성
① 고위급 선언

: 화학물질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포괄적 전략과
지구행동계획을 책택한다는 정치적 약속 (30개 항목)

② 포괄적 정책전략 : 5대 정책분야 (위해성 저감, 지식과 정보교류,
거버넌스 형성, 기술적 협력, 불법거래 방지) 별
주요 내용 및 목적을 제시
③ 지구행동계획

: SAICM 이행을 위한 업무분야, 활동계획, 실행수단,
일정, 지표 등을 규정 (36개 분야 273개 계획)

- SAICM은 각국의 자발적 이행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국제적 원칙으로 정착

· WHO5),UNEP,OECD6)등 9개 국제기구로 구성된 IOMC7)(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구간 프로그램) 는 4차에 걸친 ICCM을 통해 SAICM에 규정된
273개 활동계획을 각 국제기구 별로 분담하고, 이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각국의 실천을 촉구

□ 최근 국제기구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외에도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진행 중

- OECD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 검증을 위해 전담조직인 WPMN8)(나노 소재
관련 실무 회의) 를 구성, 나노물질의 평가와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

5)
6)
7)
8)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OMC: Inter-Organization Program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WPMN: Working Party Manufactured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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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물질 위해성 】
- 일부 나노물질은 동물실험 및 실험적 독성평가를 통해 호흡, 섭취, 피부접촉으로
흡입되어 호흡기 염증, DNA 손상, 발암, 혈액순환 방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나노물질 종류별 유해성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

· EU9)(REACH10))및 미국 (TSCA11),FIFRA12),FFDCA13))의 경우 나노물질 등
록을 해당 법령에 명시하고 관리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대상 확대가 예상

· 일본은 관련 법령 및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METI14),MO
E15),NEDO16)와 같은 정부 조직을 위주로 나노산업 정보, 유해성 및 위험
평가 방법 등을 조사 중

9) EU: European Union
10)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11)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12) 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13) F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14)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15) MO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6)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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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동향
□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기구의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넘어 근
본적 저감을 위한 제도를 시행

-

주요 선진국들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도는
1)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2) 안전성 검토 및 입증 책임을 제조 기업에 부여
3) 유해성, 위해성, 사용량 및 배출량 등 정보공개 의무화
4) 유해화학물질저감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EU의 경우 화학물질 평가의 주체를 정부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평가기준을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하여 위해성이 높은 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및 친
환경적 신규물질 개발을 유도

·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TURA17)(독성물질 저감법) 법률을 통해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실행은 기업 자율에 맡
기되 TURI18)(독성물질 저감 연구소) 를 통해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
발적인 저감활동을 유도 중이며,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배출저감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감시활동에 의
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7) TURA: Toxic Use Reduction Act
18) TURI: Toxics Use Reduc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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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유해화학물질 규제 내용 】

국가

시행법령
RoHS 2
(‘06)

EU

대상물질

주요 내용 (‘17년 기준)

전기·전자제품에

- 특정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및 감시감독

사용하는

- 11개 제품군(전기·전자 제품위주)에 6대

관련기관
강화

유해물질 및

- 6대 유해물질

프탈레이트 4종의 순차적 사용규제 등

- 프탈레이트 4종

- 2019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예정

REACH

- 기존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예방적 규제로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07)

- 신규 화학물질

연간 1톤

- 혼합물

제조/수입량,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함

- 완제품

- 위해성 평가의 기준을 유해성에서 위해성으로 전환하고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ECHA19)

평가주체를 기존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전,
대체물질 및 신규물질 개발 촉진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근본적 저감을 목표로 함
TSCA

- 기존 화학물질

- 2016년 40년만의

개정으로 EPA20)의 규제를 강화

(‘76)

- 신규 화학물질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EPA 주도로
우선순위 화학물질(High Priority Chemical)에 대한 위해성을 우선

-

평가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기업이 위해성 평가를 주관하여 EPA의
허가를 받도록 함
미국

TURA

유해화학물질

(‘89)

1,548종

- 메사추세츠주 주정부가 정한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취급량, 배출량 신고 및
저감계획 제출
TURI

- 저감계획은 자발적 이행을 원칙으로 하나

OTA21)

주정부가 저감이행결과 및 사업주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지역사회는 이를 모니터링
- 유해화학물질 저감 기술지원을 지역대학과 함께 TURI 설립
화학물질

- 기존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 신규 화학물질

(‘73)
일본

- 기존화학물질(1973년 이전)에 대한 관리강화 및
국제 관리수준 준수를 위해 EU REACH와 유사하게
2009년 전면 개정
- 화학물질 저감을 위해 기존 유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예방원칙의 관리를

JAMP22)
진행중

- 일본 공급망 내 화학물질정보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자발적으로 JAMP를 설립하여 운영

19)
20)
21)
22)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TA: Office of Technical Assistance and Technology
JAMP: Joint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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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 독성테스트 방법 개선,
화학물질 심사체계 혁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확대 중

· EU 는 동물실험 위주의 독성테스트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Flagship
Program 인 ‘ToxRisk’ 에 착수, ‘16년부터 BASF 社, 레이덴 大 등 3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연구를 진행

평가방법의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신하여 인간이나 동물에서
떼어낸 호흡기 세포들을 이용해 생체 내 실험과 같은 조건을 만들고 반복실
험을 통해 Big Data를 구축하여 독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공시에는
REACH 대상물질 2만2천여종의 독성 테스트가 수년 내에 완료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됨

· 일본 경제산업성도 인공지능(AI)과 Big Data 기술 기반의 화학물질 위해성
심사방법을 대학 등과 함께 개발 중이며, 심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
을 ‘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본 기술 활용시 동물실험이 불
필요하게 되어 심사시간이 건당 3년 → 2년으로 단축되고, 소요 비용도
20% 이상 절감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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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국가의 경우 EU의 REACH를 기반으로 자체 규제
를 제정 및 개정 중 (REACH-like)

- 중국은 REACH를 일부 반영하여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10년에 개
정하였으며, ‘17년 12월 MEP23)(중국환경보호부)를 통해 우선 관리대상 화학
물질 리스트를 공개

· ‘17년에 공개된 리스트는 1차분으로 22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배출 전 오수
배출허가 취득, 일부 제품에 해당물질 사용금지 및 대체물질 적용을 유도하
고 있으며, 청정제품 생산감사(Clean production audit)를 시행할 예정임

- 베트남은 급격한 화학산업 성장으로 ‘07년 『베트남 화학물질법』 을 제정하고,
‘09년에는 VCA24)(화학물질청)을 신설하였음.
또한 SAICM 실행을 위해 ‘19년까지 300~400여개의 포괄적 국가화학물질목
록 및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로 하고 ‘17년부터 일본 METI25)(통상 산업
성)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

- 인도는 ’16년 세계 4위의 농업화학물질 생산국으로 ‘38년 설립된 정부기관인
ICA26)(인도화학물질 협의회)가 주관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규 제

개정

을 진행 중이며, ‘14년부터 EU REACH를 기반으로 국가 화학물질 정책을 시
행 예정이었으나 순연되고 있는 상황

23)
24)
25)
26)

ME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VCA: Vietnam Chemical Agency
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CA: India Chemi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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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동향
□ 우리나라에서는 ’18. 3월 EU REACH를 기반으로 K-REACH(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 화평법) 개정안을 공포

- 개정된 K-REACH의 경우 아시아 국가중 EU REACH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

·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되도록 하였고,

· 불이행시 벌칙 외에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매출액 5%, 단일사업장
보유기업은 2.5%)이 부과되며,

· 정보제공 의무강화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파악된 유해성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음

- 또한 향후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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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시행예정인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규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화 제도 (제 11조의 2)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배출량저감계획서를

화관법 개정내용
(’19.11월 시행예정)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별 위험·유해정보에 따라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제9조 개정)
·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화관법 개정내용
(’20. 5월 시행예정)

(제9조의2 신설)
·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제9조의3 신설)
·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제2항 개정)
·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제2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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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기업의 대응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사례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독성물질 관련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자발적 저감활동
추진 및 관련 성과의 대외 공개, 독성물질 관리대상을 협력사 등 전체 공급망으
로 확대,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

【 Fujitsu 社 】

-

Fujitsu 社는 약 1,3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및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지역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 및 유해화학물질 저감관련 문제 대
응을 위해 ‘93년부터 ‘Green Policy 21’ 정책을 시행하였으며,‘18년 현재 8
단계 (‘16~’18) 시행 중

-

‘Green Policy 21’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와 고객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화학물질저감 목표를 세우고 실제 저감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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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저감실적 공개 사례 】
-

Fujitsu사는 ‘16년에 환경계획 8단계의 화학물질 배출 목표
20.7톤 대비 16.4% 감소한 17.3톤의 화학물질을 배출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또한, 각종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 개발한 화학물질
통합정보 관리시스템(Chemical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계열사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모니터링을 실
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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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社 】
-

APPLE 社는 ‘06년에 잠재적 유해화학물질의 발굴 및 제거관련 연구를 전담하
는 쿠퍼티노 환경시험연구소(Environmental Testing Lab)를 설립하여 규제대
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업장에도 유해물질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한 별도의 시험연구실을 운영 중

【 유해화학물질의 선제적 제거 사례 】
-

APPLE 社는 자체 규제 물질 표준 (Apple Regulated Substances
Specification)을 수립하고, 법적 규제대상 이상의
화학물질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 보고서를 통해 최종 조립단계에 사용되던 유기 용제인
벤젠, 노말헥산, 톨루엔

-

및 염화 유기물의 사용 중지를 공개함

또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제품 사용제한 물질목록(PRSL)과 제조 제한물
질 목록(MRSL)을 작성하고, 정기점검를 통해 화학물질관리 위반사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전체 공급망과 공유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80여개 협력회사(조립업체 18개사, 화학물질
공급 61개사)들의 제조공정을 분석하여 기술지원을 통한 대체물질적용이나 공
정개선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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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 및 HP 社 】

-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체재 개발을 위해 제품 사용제한
물질목록(PRSL)과 제조 제한물질 목록(MRSL)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점진
적 사용저감 목표를 수립하여 그 성과를 공개

【 유해화학물질의 저감 및 제거 사례 】
-

Dell 社는 전 제품에서 브롬화난연제, 폴리염화비닐 사용 근절목표를
수립하고 대체재 확보시까지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EU가 지정한 사용금지 시한 이전에 유해 포탈레이트 4종의
사용중지를 목표로 설정

-

HP 社는 ‘16년이후 출시된 모든 PC에서 유해 포탈레이트 4종의
사용을 중지하였고 삼산화 안티몬, 베릴륨, 브롬화 난연제에 대한
제거목표를 수립하고 대체재 확보 중

- 또한 Dell, HP, Apple, Seagate, fairphone 등 주요 전자社 들은 ’16. 6월
설립된 ‘Clean Electronics Production Network (CEPN)’ 에 참여, 전자제
품 제조공정 내 근로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Zero를 목표로, 솔루션 개발
및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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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N 의 업무영역 및 주요 추진내용 】
- CEPN은 ‘전자제품 제조공정 내 근로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Zero’ 를 목표로 미국내 비영리 기관인 ‘The Green America
Center for Sustainability Solutions’ 산하에 설립된 Network 로서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

등 20여개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6년부터 운영 중

- 주요 참여기관은
· 산업계 : Apple, Dell, HP, Fairphone, Seagate,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 노동계 : ICRT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AMRC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등
· 학계 및 연구기관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 정부기관 : US EPA, TCO

- 각 참여자들은 협업을

Massachusetts Lowell/TURI 등

Certified 등

통해 유해화학물질 대체, 저감 및

작업자 노출차단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산업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 중

1)작업자의 참여와 권한위임 (Worker Engagement & Empowerment)
·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노출 이슈에 대해 작업자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Tool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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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경로 및 측정 (Track & Measure Exposure)
· 독성물질의 노출 위험을 인식하고,
우선순위화 할 수 있는 평가 Tool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기술 개발

· 특히, 전문가

도움 없이 작업자 스스로 노출 위험을 감지하고

제거해야 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정성적 평가방법 개발에 주력

3)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 및 평가 (Safer Substitutions)
· 대체물질 테스트 및 사례조사 결과 DB 화
· 공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대체물질

평가 절차 개발

· 관련업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CEPN 차원의 MRSL 작성

4) 화학물질정보 수집 표준화
(Standardized Template for Process Data Collection)
· 화학물질 공급사와 제품 제조사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정보수집 표준 개발
· 표준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을 쉽게 인식하여
제품 공급사와 제조사가 물질 제거, 대체 논의를 위한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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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 기업들도 전 세계적인 유해화학물질 규
제 강화 추세에 대비,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응과 더불어 경쟁력 확보차원의
환경전략 수립이 필요

-

화학물질에 대한 각 국가들의 규제 방향이 안전성 검토 및 입증 책임을 제조 기
업에 부여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규제 대상
이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는 경쟁력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패러다임이 공정 말단에서의 후처리, 정화의 개념에
서, 공정자체에 개입하는 사전예방 개념으로 변화하는 추세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국내 및 주요 거점국가의 법규 및 하위 법령, 고시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최신 내용을 파악하여 의무사항, 사전신고, 유예기간 등에 대
해 선제 대응하여 위반 우려를 제거하고,
자발적인 목표설정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저감 및 대체물질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하겠음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 대상 범위를 협력사 등을 포괄하는 생산체계 전반으
로 확대하여 시스템을 통한 사용현황 실시간 파악, 유해성 위해성 관련 정보공
유 및 지속적 교육 시행 등 상생에 기반한 안전환경 관리활동을 지속 강화해가
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저감 활동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 등 환
경영향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 플랫폼과 목표 설정으로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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