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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동향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박 익 범 교수

규제 현황
1.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요
1) 도입 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년)과 구미 불산사고(2012년) 등 잇따라 발생한 화
학사고로 인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므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 및 시행되었다.

2) 도입 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
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제도
화관법은 7장 64조의 본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제도, 즉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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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확인제도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화학물질확인")하
고, 그 확인명세서를 환경부장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
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법 제9조)
[확인대상 화학물질]
1.
2.
3.
4.
5.
6.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및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제출
①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
한 통계조사("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
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4항).
②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
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
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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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
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볍 제11조 제2항).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1.
2.
3.
4.
5.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③ 화학물질 배출량저감계획서의 제출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
1)

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415종)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3)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
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2조)
①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ᆞ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1)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 법령이행 안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2018년 4월 20일 수정, 2020년 12
월
11일
접속,
http://www.me.go.kr/ysg/web/board/read.do?menuId=4246&boardId=857300&boardMasterId=271&c
ondition.hideC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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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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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공개심의 신청시 증빙서류]
공개대상자는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내용의 증빙서류를 각각 최소 1개이상 제출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9-183호)>
1. 비공지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
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①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나. 자료보호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2. 비밀관리성
가. 자료보호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
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①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
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②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3. 경제성·유용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①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②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
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다.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
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①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② 자료보호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라.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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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 취급실적 보고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무자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에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무자]
1.
2.
3.
4.
5.
6.
7.

법
법
법
법
법
법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29조 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5)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시 허가 및 신고
①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허가
∙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
용ᆞ연구용ᆞ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ᆞ수입ᆞ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
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②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및 수입허가
∙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8
2)

조) . 또한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
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
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
16조)
③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지방환
경관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0
2)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ancYnChk=#0000.

12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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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④ 허가물질의 허가
∙ 허가물질을 제조ᆞ수입ᆞ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하
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불필요한 화학물질]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연간
100kg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준수
① 일반적 취급기준의 준수
∙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 취급기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 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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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통 취급기준의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2) 화학
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3) 보관·저장, 4) 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5) 운반 등
5개범주 40항목으로 세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공통 취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구체적 취급기준의 준수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8-1호)에서는 787종의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7)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1.
2.
3.
4.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
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
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제4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에
관하여 별표 1(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제5조)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
능 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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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제6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야 한다.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근거리에 비치∙소지 하는 경우]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반자가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8) 유해화락물질의 진열량ᆞ보관량 및 운반량 제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유
독물질: 5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100kg)을 초과
하여 진열ᆞ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ᆞ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법 제15조 제1항)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유독물질: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3,000kg)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
경로ᆞ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
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
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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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헤화학물질의 표시사항]
1.
2.
3.
4.
5.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
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1.
2.
3.
4.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10)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ᆞ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
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
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사항]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
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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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ᆞ제출 및 이행점검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제조ᆞ사용수량(연간)’,‘보관
ᆞ저장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
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위해관리계획서의 포함사항]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
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해관리계
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 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1. 최초점검 :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은 직전의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3년의 범위
에서 점검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3)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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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4)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
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의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
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ㆍ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ㆍ보관시설, 진열ㆍ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ᆞ관리기준의 준수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ᆞ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따라 설치ᆞ운영되어야 한다.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② 취급시설의 배치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ᆞ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
3)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년 3월 29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225#0000.
"[사고대비물질] 의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k-psm (주)한국공정안전센터 : 네이버 블로그, 2020년 2월
25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s://blog.naver.com/iltarzoa/2218239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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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
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23호)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2.
3.
4.
5.

일반기준 : 4개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 설치기준(7개), 관리기준(8개)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 설치기준(9개), 관리기준(9개)
운반시설 : 설치기준(2개), 관리기준(4개)
그 밖의 시설 : 설치기준(3개), 관리기준(1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아
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에서는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기준,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 4)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5)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에
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1) 유해화학물
질 소량 제조ᆞ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의 설치 및 관리기준,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④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
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제6항에 따른 기준,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
38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
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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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및 조치사항]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상호인정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Ⅰ. 옥내저장소의 기준)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1)항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Ⅰ. 지하탱크저장소 기준)과「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
칙 별표 5 제4호 다목 6)항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Ⅲ. 이송취급소 기준 제5호 나목)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항 나)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상호인정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화학물질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3)항 및 제2호 가목 2)항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내화기준)와「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6)항 및 제2호 가목 11)항

13) 취급시설의 설치ᆞ정기ᆞ수시검사, 안전진단 및 자체점검
①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전에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
사)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② 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1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 마다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
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
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시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
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

017

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
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한국환
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안전진단 실시 대상]
1.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ㆍ균열ㆍ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⑤ 자체점검 (법 제26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
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
록ᆞ비치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의 내용]
1.
2.
3.
4.
5.
6.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1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는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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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
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활용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1.
2.
3.
4.
5.

공동활용계획서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15)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영업허가 및 영업허가의 면제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법 제27조)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
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
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
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안전점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5)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ancYnChk=#0000.

12월

5)

11일

접속,

019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
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ᆞ기술인력 명세서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법 제27조 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한다.(제29조)
[영업허가의 면제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해
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
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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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
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ᆞ감독하
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17)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선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
6)

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ᆞ감독하여야 한다.

1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
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
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3조, 시행령 제13조, 시
6)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ancYnChk=#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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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35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
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매년
1회, 2시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화학사고의 발생신고 및 현장대응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ᆞ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야 한다. (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49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
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내용]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632호)
1.
2.
3.
4.
5.
6.
7.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현황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
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 현장수습조정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
7)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ancYnChk=#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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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8)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동향
1)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실시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3, 시행 2021.4.1)
① 개정 이유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체출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이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출함으로
써 처리기간이 30일로 단축되는 등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
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
으므로,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학
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8)

9)

9)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ancYnChk=#0000.
"전체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3월 31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jsessionid=iRvk5kH21V2MWqGnJlloGtjd.LSW6?lsId=000
162&chrClsCd=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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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및 신설내용
10)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1항)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
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4항)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
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
제출을 통지한 경우
2.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3항)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법 제23조 제2항)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
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
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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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면제대상 (법 제23조 제1항 단서)
5. 제출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통보 (법 제23조 제4항)
-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법 제23조의2)
-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점검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의무화 (법 제23조의3)

10)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249&ancYnChk=#0000.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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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의 확대(법 제13조, 시행 2021.4.1)
① 개정 이유
∙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만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유해화학
물질관리자가 주말, 휴가, 출장, 코로나 사태, 긴급 작업 등의 사유로 입회가 불
가능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
질 취급담당자도 상하차 작업에 참여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
완함
②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자가 지정하는 제33
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참여하도록 할 것
가 참여하도록 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ᆞ수시검사 면제 대상의 규정
(법 제24조 제4항 신설, 개정 2020.3.31. 시행 2020.10.1.)
① 신설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ᆞ수시검
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
② 신설 법조문 (법 제24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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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
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2020.9.29., 시행 2020.10.1>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에 해당
하는 설비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한 경우 변경신고의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 제31조, 개정 2020.3.31, 시행 2020.10.1, 시행규칙 제32조, 별표2)
① 신설 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 관해 환
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하고, 변경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② 신설 법조문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2조, 별표2)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
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
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에게 위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180만 원, 2차 위반 시 24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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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일부 내용의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
① 신설이유
∙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ᆞ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
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
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
용에 대한 작성ᆞ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함

11)

② 신설 법조문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11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
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
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
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 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11)

"전체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9월 29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7845&chrClsCd=010202&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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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
1.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1) (기존)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주기
(매 1~2년마다)를 2020.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2) (개선) 코로나 지속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
1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의 유예를 연장(~2020.12월)한다.

① 중소기업 : 2020.10~12월 검사는 6개월을 유예한다. 다만, 2021.1월 검사
부터는 유예없이 추진한다
예시) 2020.12월 정기검사 예정 기업은 2021.6월에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② 중소기업 외의 대기업 등은 예정대로 2020.10월부터 재개
3) (효과) 수검준비, 검사 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대한 이행 부담의 일시적 경감

2.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1) (기존) 이미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설치검사
결과 통보 전까지 공장 가동이 불가

13)

2) (개선)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변경신고 사항) 시,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2021.1분기)
∙ (현행) 가동 전 설치검사 이행 → (개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
치검사를 이행함
3) (효과) 경미한 시설 변경 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및 손해 발생
등의 우려를 방지 가능함
12)

13)

"(참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운영계획 알림," 환경부, 2020년 9월 17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
속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
10&searchKey=title&searchValue=&menuId=286&orgCd=&condition.fromDate=2020-09-17&condition
.toDate=2020-09-17&boardId=139831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참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운영계획 알림," 환경부, 2020년 9월 17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
속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
10&searchKey=title&searchValue=&menuId=286&orgCd=&condition.fromDate=2020-09-17&condition
.toDate=2020-09-17&boardId=139831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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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급시설 설치 컨설팅 사업의 추진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2)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또는 설치 예정)
∙ (지원규모) 2020년 예산 규모 29.6억 원(약 1,300여 건 지원)
∙ (지원내용) ①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컨설팅,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
사 사전지원, ③소규모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
※ 지원비용은 전액 무료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 032-590-4988, 4985)
3) (지원신청방법) 이메일‧팩스‧우편을 통해 구비서류의 제출
∙ (이메일) safechem@keco.or.kr, (팩스) 032-590-4999, (우편)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
∙ (구비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주
요사업 > 국민건강 >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② 사업
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4) (선정절차)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내용‧일정을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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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외영향평가서ᆞ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사업의 무료지원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사
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2) (지원대상)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
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
3) (선정방법) 신청 사업장 중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①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자
②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장외영향평
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③ 품목추가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④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⑤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4) (지원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을 방문하
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
5) (신청기간 및 문의처) 2020. 3. 1 ~ 10. 31,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 02-3019-6738, 6790, 6748)
∙ 2019년에도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컬설팅사업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시행하였음
6) 제출서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접속 및 다운로드)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②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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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무료지원
1) 사업목적
∙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련법규 이행 지원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
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 취급량 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
을 실시함
2) (지원규모) 170개 사업장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170개 소)를 초과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
정
∙ (우선순위) 사고발생률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이 많은 사업장, 사업장 규모(매출액, 종업원수)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함
3) (지원내용) 사업장별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
∙ 취급하는 화학물질별 교육자료 및 안전관련 자료 제공
∙ 취급물질별 법령 이행사항 등 관리 인벤토리 작성·제공
∙ 사업장 현장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 실시(취급물질별 방재정보, 사고사례 및
사고 대응요령,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 종사자 교육으로 인정
4)(신청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5) (신청기간 및 문의처) 2020. 4. 1 ∼ 지원대상(170개소) 모집 마감시까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 02-3019-6621, 02-3019-6622)
∙ 2019년에도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컬설팅사업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시행하였음
6) (신청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
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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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 트랙의 활용
1) (대상기업)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2)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의 내용
기 존

장외(30일)→ 검사(30일)→
허가(15일) 순차 진행, 총 75일

패스트 트랙
(fast track, 신속지원) 내용

근거 규정

장외/검사 동시진행(20일)
→허가(10일), 총 30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
호)

3)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속지원)의 사례분석
<사례분석 1>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A 물질은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
중이었으나, 올해 3월 23일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B업체에서 개발·국산
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수요 업체에서는 6월까지 납품을 희망하고 있어, 최대
75일이 걸리는 안전 검사기간을 감안하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B업체
는 3월 30일 화관법 영업허가 기간 단축인 패스트트랙을 신청했으며, 환경부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절차를 총력 심사하여 처리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 결국,
B업체는 모든 안전점검을 마치고 적법한 허가를 발급받았으며, 연 67억 원 규모
14)

의 포토레지스트 A물질이 차질없이 국산화될 수 있었다.
<사례분석 2>

5세대(5G) 통신망용 광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D업체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던 물질을 직접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
었다. 다만 해당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국가 내 공장가동률이 감소되었고, 새
로운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D업체는 수입자로서 환경부에 등록서류를 제출(4월 8일)하고, 당초 30일(최대
14)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환경부, 2020년 5월 20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72460&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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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인 서류검토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해당기업의 등록서
15)

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등록통지 처리기간(4월 22일)을 절반으로 줄였다.

15)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환경부, 2020년 5월 20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72460&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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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전망

[그림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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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업종에서 사업장의
신‧증설 등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전
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국내의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19 확산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반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즉, 규제를 충실히 이
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제도 즉, 규제들이 많이 존재하는바,
정부는 2015년부터 화관법 및 화평법 관련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즉 2015년
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취급시
설기준(설치검사 지원 등),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을 실시(2015~2019, 총 7,029개 소)하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을 설치·개선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
로 이자 차액을 보전(2015~2019, 총 337억 원,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있으며
16)

, 관련 인·허가 심사 등의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히 처리 등 중소·영세기

업이 산업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더욱 경쟁력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사전예방적
인 선진적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법
률로서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의 돌발변수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에 대한 상호 지
속적이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6)

"(설명)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 환경부, 2020년 8월 15일 수정, 2020년 12월
11일
접속,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80&maxPageItems=10&maxIndexPages
=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MasterId=1&boardCategoryId=&boardId
=1391245&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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