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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1. 여건 및 전망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새로운 용도와 성분의 화학물질이 끊임

없이 개발․생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약 10만 여종에 이르며 국

내에서 약 4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며, 국내에서도 매년 3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화학물질 유통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규모와 화학물질의 유통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인 각종 다양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화학

물질 유통경로의 광범위성, 종류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조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2008년부터 EU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산업체가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록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REACH제도

(Registe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여 EU지역에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적용시키는 등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

며, OECD에서도 연간 1,000톤 이상 대량으로 제조되는 화학물질 5천여 종에 대한

초기위해성 평가를 OECD회원국 및 산업계가 분담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자료를

회원국들간에 공유하는 SIDS사업(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을 추진하여 회원

국들의 화학물질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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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1】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련법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 거 법 령 법 목 적

유 독 물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건강장해
물 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농약․비료
․사료

농림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보건복지부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등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위험물․
화약류

행정안전부
소방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재예방․진압 및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의 국민생명․재산보호
화학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

고압가스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방사성물질 지식경제부 원자력법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2. 화학물질 관리체계

화학물질 중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안전성시험을

통하여 그 독성 등 유해성 정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유독물로 지정․관리되고 있

으며 유독물 중에서도 그 유해성이 커서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는 취급제한 유독물

과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급성독성 등의 시

험에서는 유독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만성독성 등이 우려되는 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독물로의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화학물

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유독물은 670여종에 이르며, 유독

물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92종은

제조, 수입, 사용을 제한하고 104종은 취급을 금지하는 유독물로 지정하여 그 용도

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69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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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독물 관리 현황

규정 수량 이상의 유독물을 취급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로 인한 국민 보건 또

는 환경보건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유독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시 또는 구․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말 현재 관내 유독물 등록 업소수는 총 499개소이며. 이 중 산업단지내에

348개소, 산업단지외에 151개소가 있다.

【표 Ⅲ-10-2】

유독물영업자 현황

구 분 계 제 조 판 매
보 관
저 장

운 반 사 용

2007

계 417 62 148 17 32 158

산 단 내 303 61 65 17 6 154

산 단 외 114 1 83 - 26 4

2008

계 430 65 152 17 35 161

산 단 내 306 63 68 17 8 150

산 단 외 124 2 84 - 27 11

2009

계 449 64 162 18 44 161

산 단 내 319 63 69 17 13 157

산 단 외 130 1 93 1 31 4

2010

계 462 62 173 18 46 163

산 단 내 320 62 68 16 15 159

산 단 외 142 - 105 2 31 4

2011

계 471 63 177 16 45 170

산 단 내 336 63 77 16 14 166

산 단 외 135 - 100 - 31 4

2012

계 489 64 181 16 51 177

산 단 내 348 64 81 16 14 173

산 단 외 151 - 110 - 37 4

※ 자료：환경관리과

유독물로 인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독물 사

업장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원료

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

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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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

1. 유독물의 안전관리

유독물 취급업소의 유독물관리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독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명, 재산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당해 사업장으로 인하여 생활주변에 위해가 없도록 유독물 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

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시 각종 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독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특히 우리 시에는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므로 유독물 유출사고 예

방 및 수습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유독물 유출사고의 대부분은 수송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유독물 안전운행 수칙을 마련하고 운반차량의 운전자 등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유독물영업자 지도 ․ 점검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유독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그 피해가 막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유독물사업장 및 관련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공단에 소재한 ㈜휴브글러벌 불산 유출사고 후 유독

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

을 기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경우 488개 업소를 점검, 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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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3】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점 검

업 소 수

위 반

업 소 수

조 치 내 역

과 태 료
개선명령

조업정지

및 폐 쇄

경 고 등

기 타

고 발

(병과)

2006년 291 10 2 - 8 1 960만원

2007년 293 3 1 - 2 (1) 240만원

2008년 597 10 5 - 5 (4) 600만원

2009년 472 8 4 - 2 2 (1) 120만원

2010년 455 4 2 - 2 - 192만원

2011년 449 4 2 - 2 - 240만원

2012년 488 8 2 - 6 (3) 600만원

※ 자료：환경관리과

3.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다종 다량화에 따른 대형사고 및 노출위험이 증가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배출량 저감활동이 갖는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각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국내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종합적, 체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환경(대기, 수역, 토양)중으

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제품이나 원료의 누출 손실량을 기업

이 자율적으로 오염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송목록 작성)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전국 3만여 화학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및 유통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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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각 시․도에 배포하여 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저감시설 설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체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50%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005년 42개사, 2007년 7개사 등 49개사

가 참여하여 2012년 50% 저감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배출량과 환경 중 농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 등 수용체의 건강

영향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특정지역의 위해도 저감

목표관리제인 SMART프로그램 자발적 협약을 관내 10개사와 체결하여 2017년까지

벤젠 20톤(30%), 1,3-부타티엔 4.3톤(35%)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