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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중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기존화학물질은 안전성시험을 통하여 그 독성 등 유해의 정도가 일정기준 이

상이면 유독물(525종)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실시한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및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이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업

실적보고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유독물 지정시 위해

성 개념을 바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로 지

정되지 않은 물질도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독물이 아닌 일반화학

물질일 경우에도 잠재적인 유해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한 노출정도를 확

인하는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독물을 지정하는 방안이 

화학물질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및 연도별 유독물실적보고 

자료를 근거로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을 알아본 결과, 대량으

로 제조되고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을 포함하여 전체 화학물질 유통

량중 해당되는 물질의 종류는 작으나 그 양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462종에 포함된 유독물은 67종으

로 2001년 배출량대상물질(160종)에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독

물이 13종이나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량으로 유통되는 유독물인 만큼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므로 2001년도 배출량대상물질에 적용되지 않은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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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독물이 위해성의 개념을 고려하여 배출량대상물질에 우선순위로 선정되

어야 겠다.

   셋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및 '98년 유독물실적보고를 

살펴본 결과, 상위 50위 물질이 전체 화학물질 및 유독물 제조량의 각각 

63%, 85.6%, 전체 화학물질 및 유독물 사용량도 각각 50%, 81%, 전체 화

학물질 및 유독물 수입량도 각각 89.1%, 74.9%, 전체 화학물질 및 유독물 

수출량도 각각 45.4%, 89.8%로 나타나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유독물 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시 100kg이상 제조, 사용 등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조사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소규모 세 업체

들에게는 큰부담을 주게되고, 자료의 질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

에서 대상범위를 조정하여야 겠다.

   넷째,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을 관할별로 분석한 결과, 

'98년 유독물 업등록업소현황('99년 환경부통계자료)에서 환경관리청관할

지역중 유독물 업등록업소가 많은 지역은 경인천지방환경관리청(345개소)

이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335개소) 관할지역에 있는 업소들 대부분이 대량

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유독물 포함)을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시․도별 관할지역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613개소) 

업등록 업소가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 유독물을 판매(568개소)하는 업소가 

92.6%를 차지하고 있어 화학물질 유통량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 으며, 충

남(92개소)지역은 대부분 유독물을 사용(54개)하거나 제조(12개소)하는 업

소들이 해당되어 충남지역의 업소들이 대량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유독물

을 유통시키는걸 알 수 있어 대량으로 화학물질(유독물 포함)을 유통시키

는 지역인 낙동강관리청과 충남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우선선정 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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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다섯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과 중복되는 11종의 사용량은 20,881천톤 이었으나, 유해화학물

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간 240톤이상인 경우에만 유독

물사용업 등록대상이 되어 법적으로 관리 및 보고되는 11종의 유독물의 사용

량은 8,506천톤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연간 240톤이하로 사용하는 

유독물사용업 업체에 있어서는 정부적 관리차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수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240톤이하로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파악

을 하여 유독물사용업 등록기준인 연간 240톤이상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99년, 2000년 배출량보고대상물질 80종 중에서 6종(1,3-buta- 

diene, dichloromethane, N,N-dimethylformamide, thiourea, dinitro toluene, 

chlorothalonil)은 일본에서는 화심법(化審法)에 의해 지정화학물질로 관리

받고 있는 물질이며 dichloromethane는 전체 배출량(16,380천톤)중 

17%(2,789천톤)나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이 많을 경우와 양은 미비하더라도 그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사

전예방관리를 함에 있어 우선순위 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조, 사

용, 수입, 수출 상위 50위 물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sodium 

hydroxide, methyloxirane, nitric acid, phenol, diphosphours pentaoxide, 

methanol, MEK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유독물임에도 불구하고 '99∼2000년에 

TRI대상물질(80종)에 적용되지 않고 배출량이 조사되었지만, 2002년에 조사될 

2001년 TRI대상물질(160종)에는 이점이 일부 고려되어 적용된걸 알 수 있었

으나,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량대상물질이 확대되었을 경우 대량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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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는 화학물질중 특히 유독물을 우선순위물질로 선정하여 관리되어야 겠다. 

특히,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styrene은 배출량대상물질(80종, 160종) 및 안

전성시험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조량 

34위, 사용량 32위, 수입량 21위인 1,2-Dichloroethane는 일본의 경우 지정화

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유독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다. 위

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 사람에게 건강의 위해를 주는 유독물이 

환경중으로 배출되어 악 향을 일으키기 전에 예방차원의 사전관리의 방향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해성의 개념을 도입

하고 제도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여야하여야 겠다.

핵심어 : 유독물, 유통량, 배출량,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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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6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환경문제나 화학물질관리정책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화학제품

의 시장주기 단축, 국제교역 규모의 증가 등으로 화학물질 유통량 및 종류

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그 종류

와 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

에 없는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광범위하게 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0종의 화학물질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상업적

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EU가 10만여종, 미국이 7만5천여

종, 일본이 6만여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만6천여종의 화

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우리 시장에 진

입하고 있다. 그 유통량은 '98년을 기준으로 2억3천만톤에 달하고, 그 중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대량생산화학물질은 462종, 1억6천

만톤으로 유통물질수의 1.6%이나, 유통량의 70%에 이르고 있다('98년 화

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이와같이, 국내에서는 화학산업의 역이 더욱 커지고 화학물질 사용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사고의 발생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

출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OECD회원국으로서 역할

수행과 국제 규범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고, 선진각국에서는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통일화하여 무역장벽의 요소를 최소화하

려는 활동과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잔

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국제협약도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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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국민보건상 위해 및 환경오염의 방지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 으며, EU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통일화되었거나 협의된 분류 및 표시규정을 근거로 유독

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유독물 표시사항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구하고 있다(김학엽, 1997; 김필제, 2001).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는 물질 자체에만 중심을 두어 물질 

자체가 독성이 있으며, 그 물질이 어느정도 환경중에 배출되는지, 어느정도 

사람에게 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어떠한 독성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경으로 배출되는 경

우와 똑같은 조건으로 관리되어져 왔다(정선화, 2000).

   또, 화학물질은 현대 산업생산 향상 및 인류생활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유통, 사용과정 및 폐기 등 각 단계에서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지하수 및 토양중에서 환경생물의 축적 등 환경대사

를 통하여 환경 및 인체에 예측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 있다(신동천, 

2000). 또한, 화학물질이 그 특성상 유해성(Hazard)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화학물질의 효용성은 높이면서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Risk)을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정선화, 2001).

   이러한 화학물질 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

으므로 매체간 이동과 생물농축, 자연환경에 장기간 잔류 등을 통한 피해

가 광역화되어 각국 및 관련업체로 하여금 대체물질 개발과 함께 관련물질

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환경부, 1999.8).

   따라서, 정부와 화학산업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라는 공동목표를 추구

하는 동반자 관계로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정책과 화학산업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전략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관리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여 화학산업이 오염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 아니라 

원료의 절감, 덜 유해한 화학물질 시장 선점 등 기업경 에 이러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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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정도 , 2001).

   EPA(환경보호처)는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위해

성을 경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해물질관리프로그램과 오염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생산자 또는 사용자는 EPA 등 관

계기관에 보고하고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물

질의 환경배출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이동과 

사용자 건강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규정 통합지침을 마

련(96.7)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량보고제도 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

다(국립환경연구원, 20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와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

이 있는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유독물 지정시 위해성

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세부목적으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과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

독물 및 배출량목록 대상물질(Toxics Release Inventory, TRI) 80종중에 

포함된 연도별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셋째,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종합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넷째,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유독물을 적정

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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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화학물질관리 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국내 화학물질관리 현황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는 급성독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63년에 

제정된 “독물및극물에 관한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다가 선진적인 의미의 

화학물질관리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1990년에 제정

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독성 등 유해성을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 으며, 동법은 대상범위와 내용, 규제수단 등을 대

폭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96.12.30에는 OECD 가입시 조건

부로 수락한 규정의 이행등을 위하여 가입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선

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문을 재정비하 다(환경백서, 2000년).

   화학물질관리전체로 볼 때, 화학물질의 성상과 이용목적에 따라 7개 부

처 13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물질은 개별법의 관리목적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2개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어 관

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각 매체별 관리는 

전체적인 위해성 평가와 그에 근거한 우선순위의 검토없이 개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중에서 1990. 8. 1일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원료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총

괄하는 화학물질의 사전적 관리라 할 수 있는 유해성심사제도, 유통량 및 

배출량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중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

사를, 기존화학물질은 안전성시험을 통하여 그 독성 등 유해의 정도가 일정기

준 이상이면 유독물(525종)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유독물 중에서도 그 유해

성이 특히 크면 특정용도에만 사용토록하는 취급제한유독물(4종)과 제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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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용을 금지하는 물질(55종)로 분류하며, 급성독성 등의 시험에서는 유독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만성독성 등이 우려되는 물질은 관찰물질(10종)로 지

정․관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그림 1

과 같다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실험)

금지물질
(55종)

취급제한
유독물
(4종)

관찰물질
(10종)

유독물
(525종)

영업등록
제조, 판매,보관·

저장, 운반, 사용업

신고
수출·수입

신고
제조·수입

영업허가
제조, 수입
또는 사용업

금지
제조, 수입
또는 사용

그림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그림 1에서 현재 유독물과 관찰물질 신고는 신고인이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에 신고를 하고 유독물 업등록과 취급제한 업허가는 공단지역은 환

경관리청에, 공단외지역은 시․도에 등록과 허가를 득하여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유독물로 지정된 525종(2001.11월말) 화학물질은 표 1에 의해서 지

정되었으며, 표 2에 의해 물질특성별 기준에 따라 유해그림과 경고표시 등

을 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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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유독물의 항목별 지정기준

(1)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

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200㎎/㎏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LD50)이 1,000㎎/㎏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

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

는 농도(LC50, 4hr)가 2,500ppm이

하인 화학물질

(4)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

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

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0㎎/

ℓ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염

산이나 황산 10% 수용액 또는 페

놀․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슘 5% 

수용액과 동등 이상인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

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

(LC50, 96hr)가 1.0㎎/ℓ이하인 화

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인 물질로서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최대무작용량이 10㎎/㎏/day이

하이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시험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

하는 시험관내시험(in vitro)에서 양

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시험을 하

지 아니한 물질

(9) 2종이상의 발암성시험에서 암을 유발

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

터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화

학물질 및 인간에 암을 유발할 우려

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화학물질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

의 생식능력․발생에 악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

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

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

체에도 그러한 악 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자료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별표(99.5.12)

  비고 : 표 1의 항목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구하고 그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예상노출량,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로 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

   표 2. 유독물의 물질특성별 분류

특 성 별 분 류 화 학 물 질 수

고독성물질 브롬외 121종

고인화성물질 나트륨외 29종

과민성물질 -

극인화성물질 염화메틸외 4종

금수성물질 -

발암성물질 -

부식성물질 황산외 42종

산화성물질 과산화수소수외 8종

생식독성물질 -

유독성물질 벤젠외 280종

유전독성물질 -

유해성물질 브로노폴외 60종

인화성물질 -

자극성물질 염화 N-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외 10종

폭발성물질 피크릭산

환경유해성물질 페닐렌디아민외 198종

   일본에서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1973)”(일명 : 화심법)은 환경오염, 건강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후 제1종화학물질

(9종), 난분해성이나 고축적성이 없고 만성독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을 지

정화학물질(200종)로 지정하여 제조, 수입량 등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당

해 지정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건강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만성독성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제2

종화학물질(23종)로 지정하여 취급시 관계되는 기술상의 지침준수, 환경보

전에 관계되는 표시의 의무화, 필요시 제조, 수입량의 규제를 하고 있다(환

경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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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TSCA에 의하면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량이 많고, 그 

화학물질의 사용에 의해 인체에 향 또는 환경에 악 향을 줄 수 있거나, 

자료등의 부족으로 그 향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규칙에 의한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규칙이 공표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환경위해성평

가는 독성 및 물리화학적인 성질, 환경에서의 운명, 노출평가, 배출량, 노

출․유해성, 인구수준 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황다익 등, 1994).

  2.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OECD는 회원국에게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오염물질의 이

동, 배출 및 환경중 동태를 추적하는 수단으로 OECD규정 중 “기존화학물질

의 체계적 조사[C(87)90]”와 “오염물질배출 및 이동등록에 관한 결정[(96)41 

Final]”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종류 및 총량을 조사하는 유통량조사와 화학물질이 수질, 대기, 토양 등 환

경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조사하는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

이 화학물질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1)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OECD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 조사에 관한 결정규정인 

[C(87)90]은 회원국들에게 기존의 화학물질들을 관리 혹은 규제할 필요성

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국가계획을 확립하거

나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시험과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마련하며, 위해성을 평

가하도록 결정․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는 자료가 불충분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간의 보건과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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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위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를 위

한 기존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메카니즘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순위 선정은 화학물질목

록을 마련하는데서 시작된다. 또한, 후보물질목록을 작성하고 이 물질목록

을 계속 평가하여 건강 향의 가능성과 비가능성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

으며, 선별된 대상물질을 전체노출을 고려하여 좀 더 자세히 평가하며, 노

출 및 특정 유형의 향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한 회원국에서 연간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

존화학물질(High Production Volume, HPV)에 대하여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평가(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SIDS)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을 

100kg이상 제조, 사용 등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유독물 포함)에 대하여 

1998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를 실시하 으며, 99년 11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완료하여 대량생산화학물질목록정비작업(99.12∼2000.1)을 하여 기

존화학물질(HPV)목록을 작성하여 1,000톤이상 제조․수입화학물질에 해당

되는 462종을 제출하 다.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총량으로는 161,591

천톤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유통되는 화학물질수(29,283종)의 1.6%밖에 되

지 않으나 전체 화학물질 유통량인 234.1백만톤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98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2) 외국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사례

   외국의 화학물질유통량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화학물질량 추가보고제도(Inventory update rule)로 알려

져 있는 화학물질 유통량은 유해화학물질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에 의하여 1986년부터 시행하여 1990, 1994, 1998년 4회에 걸쳐 유



- 10 -

통량을 파악하 으며, 1998년의 경우에는 8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제조, 수입량을 보고하 다. 그 대상으로는 10,000파운드(4,550kg)이상 제조 

및 수입업체가 해당되었다(한국화학연구원, 2001).

   유럽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출하된 

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이를 파악하고, 위해의 성

격과 정도 및 향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위해를 야기하는 물질을 조사하

여 목록화해야 하며, 아직 위해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은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시험을 통한 자료를 개발하고 있어 EU의 위해물질 조사는 

OECD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조사에 관한 결정규정[C(87)90]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EU White Paper, 2001).

   또, 유럽은 기존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나 유해성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조

사는 매 3년마다 1,000톤이상의 사용물질에 한하여 실시하여 그 외 시행세

칙은 각 나라마다 자국의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한국화학연구원, 2001).

   호주의 경우에는, 연간 100톤이상 제조되고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정보

를 수집한 후 Pilot study를 통해 수입량보고 범위를 년간 50톤이상 수입

되는 상품과 연간 100톤이상 단일 또는 혼합물의 성분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www.nicnas.gov, 2001).

 3)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는 기업, 지

자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결과를 정부, 민간, 기업이 공

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OECD에서는 ｢PRTR 지침서｣(OECD/GD(96)32)를 개발하고 ｢PRTR 도

입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 [C(96)41/FINAL]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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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매 3년마다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PRTR (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캐나다는 NPRI(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 국은 

CRI(Chemicals Release Inventory) 등 나라별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으

며, PRTR에 관한 OECD 규정은 표 3과 같다(박봉균, 2001).

    표 3. PRTR에 관한 OECD 규정의 내용

권고

(Recom-

mends)

회원국들은 OECD의 PRTR지침서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PRTR을 이행

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PRTR제도를 도입․운 하는데 부속서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인접국가들간 국경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공유에 

특히 주목하면서 이제도의 이행결과를 회원국간에 그리고 비회원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시

(instructs)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는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규정채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사회(Council)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위회회는 OECD가 다른 국제기구나 PRTR제도의 설치를 원하고 

있는 비회원국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99년 배출량조사대상 업종은 화학물질을 다량취급하고 있

는 석유정제․화학업종(종업원수 100인이상)이고 조사대상물질은 80종중 

60종이 환경중으로 배출되었으며, 대기로 배출되는 상위3위 물질로는 디클

로로메탄, 톨루엔, 크실렌 순으로 나타났다(’99년 배출량조사결과).

화학물질의 배출량보고(TRI, Toxics Release Inventory)의 결과가 취

합․정리되어지면 유해화학물질의 물․대기․토양으로의 배출량이 추계될 

수 있는 바, 단순히 용도 등으로 노출정도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계량화된 

환경중 노출량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배출량보고에

서 확인되는 양이 실제로 인체 및 환경매체에 노출되는 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체 및 환경매체에 실제로 노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위해정도를 정

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출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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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에 적합한 모델의 개발등이 필요하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정선화, 2001).

   일본의 경우, 환경성은 1999년 7월 공포된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 대

한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PRTR제도

의 도입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실시해왔던 2000년 PRTR파일럿 

사업결과, 업소로부터 보고된 화학물질수는 354개로 PRTR 대상물질중 

290개 물질로 농약살포나 자동차배출가스 등 그 외의 발생원에 관하여 추

계한 화학물질과 동일하고 최종적으로 322개 물질에 관하여 집계하여 이중 

배출량 상위 3위물질은 톨루엔, 크실렌, 디클로로메탄 등으로 전 업종으로

부터 배출되고 있었다(21C환경정책연구소, 2001,9.11).

   미국은 동제도 운 의 선두 주자로서 '84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86년 ｢긴급명령 및 대중의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 '87년부터 TRI

제도를 도입하고 '88년에 17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92년까지 33%를 

줄이고, '95년까지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33/50프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91년에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 하 음에도 기업에서는 배출저

감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이 거의 없었다. 특히, 미국 화학산업협회는 

'92년까지 회원사들의 환경배출량이 평균 38%가 감소되고 화학공장의 생

산성도 8%정도 향상되었다고 하 다(박봉균, 2001).

   또, 미국의 유해화학물질배출 보고대상물질은 10인 이상의 전업근로자

를 고용하는 업소로 독성 및 발암성분이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25,000파운

드 이상을 제조, 가공하는 회사 또는 10,000파운드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로 

65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데, 상위25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ammonia sulphate, hydrochloric acid, ammonia, toluene, 

sulphuric acid, acetone, xylene 등이 전체 보고량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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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란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

(Risk Management)를 위한 정책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는 

과정으로 일차적으로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위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기술적인 과정을 말한다. 

위해성관리란 위해성평가 결과로 결정되는 위해정도 뿐만 아니라 정책․사

회․경제․기술적인 실현가능성 및 기타 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관계는 그림 2.에서와 같

이 요약할 수 있다(정선화, 2001).

위 해 성 확 인

용 량 반 응
평 가

노 출 평 가

위 해 도 결 정 정 책 대 안 결 정

기 타 요 소 고 려 타 대 안 과 비 교

위 해 성 평 가
( R i s k  A s s e s s m e n t )

위 해 성 관 리
( R i s k  M a n a g e m e n t )

그림 2.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의 체계

   또, 위해성 평가는 현재의 노출상황에서 위해정도를 결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으로 물질의 고유한 독성을 확인하는 유해성확인(Hazard 

Identification)단계, 물질에 대한 노출량과 독성 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용량-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단계, 사람이 노출되는 잠재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출된 사람의 수, 정도, 기간, 노출시점 등에 대

하여 평가하며 과거와 현재의 노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출가능성도 평가

하는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단계, 위해성평가의 마지막 단계로 

이상의 3단계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로부터 물질의 노출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 향의 가능성을 추산․결정하게 되는 위해도결정(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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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의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오염

수준 및 양상을 비추어볼 때 위해성평가의 도입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

며 위해성 평가 적용시 생활양식, 경제수준, 인종, 성별, 연령 등과 같은 다

양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 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공식적인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가 조속히 실행되

어야 할 것이다(정용, 1997).

   또, 우리나라는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시험을 위하여 1988년부터 안전

성평가 사업을 수행하여 1999년까지 총 409종의 물질에 대한 시험 및 평가

를 하여 유독물 47종, 관찰물질 2종, 일반물질 360종으로 지정한 바 있으

며, 1991년부터 시행되어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는 2000년까지 총 

1,747종의 물질을 심사하여 유독물 86종, 관찰물질 2종, 일반물질 1,659종을 

지정하 다.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시험 및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로 

인하여 유독물, 관찰물질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환경백서,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해성평가 수준은 해당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평가를 포함한 계

량화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을 평가함에 

있어 주요용도․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 배출량등의 자료를 함

께 요구하고 있어 유해성과 노출의 개념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위해성

평가의 기본개념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정선화, 2001).

   또, OECD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다양

한 독성자료 뿐 아니라 해당물질에 대한 환경 및 인체에의 노출정도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므로 우리나라의 유해성심사 또한 유

독물을 선별하는 단계를 넘어 해당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가 어느 정도인

지를 규명하는 환경모델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정선화, 2001).

   미국의 경우, TSCA 법에 의해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

해도가 매우 높다고 여겨지나 이를 평가할만한 충분한 시험결과가 없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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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중 환경으로의 이행되는 양이 많고 

또한 인체 노출량이 매우 놓으나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시험결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도 평가시험을 요구하여, 기존

화학물질의 평가시 관련기관인 EPA(환경보호처), FDA(식품의약청), DOT

(교통부), NIH(국립위생연구소), DOC(상무부), DOD(국무부) DOI(내무성)

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박종세,김동현,류재천, 1993).

   또, 기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Priority List(우선순위물질선정)의 결정은 

각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빈도, 독성, 그리고 인체노출에 대한 각 점수를 합

산하여 잠재적인 위해도 순위를 결정하여 총점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독성

시험 및 각종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각 물질의 Priority List는 다

음과 같은 식에 의해 결정한다(박종세,김동현,류재천, 1993).

   Total Score =  NPL frequency + Toxicity +  잠재적인 인체노출

                  (빈도)            (독성)      (인체노출)

   GHS(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Compatible Labelling 

System)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는 내재적인 성질 즉, 정상적인 생

물학적인 과정을 방해하는 능력, 화재, 폭발, 부식 등을 말하고, 위해와 유

해가능성의 의미를 유해성의 정도와 노출이 고려되었을 때를 말하여 위해

성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노동부, 2000).

Risk(위해성) = Hazard(유해성) x Eposure(노출)

   일본의 경우에도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우선순위(순차)

화학물질의 만성독성 및 독성시험방법의 개발,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고, 

'74년부터는 수만종의 기존화학물질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환경

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환경조사, 생태 향시험, 

수질, 저질모니터링 및 생물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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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통계자료인 화학물질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보고된 유독물실적 통계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

다. 1998.5.9∼1999.11.8일까지의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통계자료, 1999년 유

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통계자료,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 ‘88∼’99년도 

안전성시험 대상물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인 1996

년도 유독물실적 통계자료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2년

단위로 1998년, 2000년의 각종 유독물실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과 TRI(배출

량목록대상물질)대상화학물질(80종)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보

고자 하 다.

2. 연구내용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와 배출량조사 및 연도별 유독물실적보고를 

토대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이 유독물, 배출량목록대상

여부, 안전성시험대상물질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1.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과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비교

 2. 국내 화학물질제조, 사용, 수출․입량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

 3. 관할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과 유독물 제조, 사용, 수출․입량 비교

 4.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대량생산화학물질(1,000톤이상)과 연도별 1,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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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독물제조, 수입량 비교

 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목록대상물질(TRI)에 포함한 유독물

 6.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의 틀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98년 유통량 조사현황자료)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유독물 실적보고 통계자료-

’96, ’98, 2000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99년 배출량 조사현황자료)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유독물 실적보고 통계자료-

’96, ’98, 2000년)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 파악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관할별 유독물의 종류와 양 파악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 파악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관할별 유독물의 종류와 양 파악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유독물

실적보고된 자료와 비교,분석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관할별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유독물실적보고된 자료와 비교,분석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유독물

실적보고된 자료와 비교,분석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에

포함된 관할별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유독물실적보고된 자료와 비교,분석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 유독물이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에 해당되는지 파악

*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에
포함된 유독물 종류 파악

*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중에
포함된 유독물이 유독물실적

보고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분석

* 98년 유통량조사결과 상위50위물질중 유독물이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에 해당되는지 파악

*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에
포함된 유독물 종류 파악

*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중에
포함된 유독물이 유독물실적

보고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분석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
통되고 있는(상위50위
물질)이 유독물, 배출
량대상물질, 안정성시
험대상물질인지 확인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x노출)
개념을 바탕으로 유독물 지정
관리방안도출

그림 3.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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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19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자료조사

   환경부가 19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용하

으며, 본 장에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다음과 같이 본다.

국내 화학물질유통량 = (화학물질제조량 + 화학물질수입량) - 화학물질수출량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 50위 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제조, 사용, 수입, 수출량 상위 50위 

화학물질 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알아보았다. 유독물의 구분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3호의 규정(유독물 525종 기준)”에 의하여 유독

물 해당여부를 확인하 다(표5∼표8 참고).

  또,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양과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실적보고 전체 제조, 사용, 수출․입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양에 있

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98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및 연

도별 유독물실적보고를 토대로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 다.

 나.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자료조사

   기업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유독물실적보고 자료인 1996년, 

1998년, 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유독물 유통량과 유통업소수를 알아보았

으며, 유독물이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을 알아보기 위해  1998

년, 2000년 유독물실적보고중 전체 유독물제조 실적보고자료와 유독물수입 

실적보고자료를 이용하여 1,000톤이상을 제조하거나 수입되고 있는 유독물

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 다.



- 19 -

 다. 유해화학물질 관할행정 구분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현황 및 사고사례 등을 조사해 본 결

과 사고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위해가 큰 유해물질 대량취급시설이 

주로 공업단지 내에 집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인근 사업장에도 향을 미

쳐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박정

규, 1998). 

   일반화학물질 및 유독물이 어느 관할지역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가를 

알아보기위해 '98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 및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을 토대로 환경관리청과 시․도별관할 지역으로 나

누어 분석하 다.

   우리나라의 유독물 관할기관으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청관할과 그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별관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청관할은 7개의 지방

청으로 경인천지방청, 낙동강, 산강, 금강환경관리청과 대구, 전주, 원주지

방환경관리청으로 구분되어 있고 16개의 시․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라. 배출량목록 대상화학물질중 유독물 현황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이 배출량목록대상물질에 해당되

는지 여부 및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이 유독물로 지정되어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99년 배출량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출량대상물질 80종 중에 포

함된 유독물(48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하 다(표 9 참고). 또, '98, 2000년 유독물실적보고 자료를 토대로 유독물 

48종에 해당되는 유독물의 종류와 그 양을 알아보았다. 2002년 3월 말까지 

보고될 2001년 배출량목록 대상물질은 160종으로 이중 유독물에(부록 1 참

고) 해당되는 종류는 102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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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과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비교

 가.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1998.5.9일부터 1999.11.8일까지 최초로 전국의 석유정제업 등 26개업종, 

13,051개업소에서 제조․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양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소에서 '98년동안 사용한 산업용화학물질은 234.1백만톤이었고, 그 

종류는 29,283종이었으며, 이중 국내에서 제조(합성, 추출․정제)되어 유통

된 산업용 화학물질은 181.2백만톤(3,480종)으로 나타났다.

        표 4. 19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단위:백만톤) 

사용량 제조량 수입량 수출량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234.1

(29,283종)

181.2

(3,480종)

42.2

(7,418종)

48.0

(1,989종)

175.4

(8,909종)

        자료원 : 환경백서, 2000년, '98 유통량조사

   

   표 4에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으로 

175.4백만톤이 유통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사용량은 화학물질을 제

조, 생산 및 기타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하며, 제조량은 자체 생산량

을 말한다. 수입량은 외국으로부터 제조되어 직수입한 화학물질의 

양이나, 수입업자를 통하여 구매한 양을 말하며, 수출량은 국외로 수

출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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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도별 국내 유독물 유통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인 '96년과 '96년 12월

말 전면 개정된 이후의 '98년, 2000년 유독물 제조, 수입, 수출량 및 

그 업소수 현황을 표 5에,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및 유통업소수는 

표 6과 같으며, 유독물의 업소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업소수

가 증가할수록 유독물의 양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연도별 유독

물 유통(제조+수입-수출)량과 유독물 유통 업소수의 증가하는 모습

은 그림 4와 같다. 

     표 5. 연도별 유독물제조, 수입, 수출량 및 업소수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유독물량

(천톤)

제조 수입 수출 제조 수입 수출 제조 수입 수출

12,111 3,658 2,317 15,282 4,342 5,428 16,566 6,256 6,706

유독물

업소수

제조 수입 수출 제조 수입 수출 제조 수입 수출

238 345 174 319 352 165 310 827 130

     자료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실적보고통계자료

     표 6.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유독물유통량 13,452천톤 14,195천톤 16,116천톤

유통업소수 409개 506개 1,007개

     자료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실적보고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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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유독물 유통량(단위:천톤)

 다. 국내화학물질 유통량과 연도별 국내 유독물 유통량 비교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175.5백만톤이고 '98년 유독물 유

통량은 14,195천톤으로 전체 화학물질 유통량중 유독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1%로 나타났다. 해마다 유독물의 종류와 양은 증가하

는 추세로 보면 화학물질 유통량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유통량은 계

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용, 수출, 수입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유독물실적보고 적용)

 가.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 해당여부

   표 7에서는 '98년 화학물질유통량 조사결과 제조량 상위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는 12종으로 대량으로 제조되는 화학물질 모두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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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위 50위중에 

포함된 유독물중 가장 많이 제조되고 있는 유독물은 황산(Sulfuric acid), 

벤젠(Benzene), 크실렌(Xylene)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98년 국내 화학물질 제조량 상위 50위 물질 중 유독물(단위: 천톤)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제조량

유
독
물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제조량

유
독
물

1 65997-15-1 Portland cement,chemicals 28,832,394 26 75-56-9 Methyloxirane 567,260 ◎

2 68334-30-5 Fuels, diesel 14,524,851 27 7783-20-2 Ammonium sulfate 519,002

3 8030-30-6 Naphtha 9,980,767 28 7440-66-6 Zinc 493,277

4 68476-33-5 Distillate 8,561,201 29 7704-34-9 Sulfur, precipitated, sublimed or colloidal 445,138

5 68553-00-4 Benzene,tetraporpenyl derivs 6,130,072 30 57-13-6 Urea 444,779

6 8006-61-9 Light gasoline 4,682,829 31 7664-38-2 Phosphoric acid 441,695

7 100-21-0 Terephthalic acid 4,385,839 32 7697-37-2 Nitric acid 429,880 ◎

8 8008-20-6 Kerosine 3,908,946 33 107-13-1 Acrylonitrile 359,091 ◎

9 100-42-5 Styrene 3,554,892 34 107-06-2 1,2-Dichloroethane 347,154

10 7664-93-9 Sulfuric acid 3,058,753 ◎ 35 7664-41-7 Ammonia 337,262 ◎

11 115-07-1 Propylene 2,724,583 36 64-19-7 Acetic acid 335,809

12 71-43-2 Benzene 2,186,530 ◎ 37 497-19-8 Sodium carbonate 330,311

13 100-41-4 Ethylbenzene 1,935,281 38 1344-09-8 Silicic acid sodium salt 317,648

14 106-42-3 p-Xylene 1,828,244 ◎ 39 123-72-8 Butanal 308,609

15 1305-78-8 Calcium oxide 1,402,820 40 50-00-0 Formaldehyde 304,235 ◎

16 108-88-3 Toluene 1,061,948 ◎ 41 112-40-3 Dodecane 300,722

17 1310-73-2 Sodium hydroxide 976,484 ◎ 42 10043-01-3 Aluminium sulfate 293,458

18 7440-50-8 Copper 941,369 43 64-17-5 Ethanol 283,399

19 7782-50-5 Chlorine 885,633 44 85-44-9 1,3-Isobenzofurandione 269,726

20 1330-20-7 Xylene 836,905 ◎ 45 101631-19-0 Kerosine(petroleum),hydrotreated 265,114

21 10101-41-4 Calcium(II) sulfate, dihydrate(1:1:2) 757,656 46 7440-44-0 Carbon 264,189

22 64741-46-4 Naphtha(petroleum),light straight-run 720,060 47 65996-61-4 Pulp, cellulose 249,003

23 107-21-1 Ethylene glycol 713,446 48 95-47-6 o-Xylene 237,227 ◎

24 7778-18-9 Calcium sulfate, natural 642,339 49 7647-14-5 Sodium chloride 216,054

25 1634-04-4 Methyl tert-butyl ether 605,607 50 1309-48-4 Magnesium oxide 2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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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화학물질유통량 조사결과 사용량 상위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

물은 11종으로 대량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

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표 8과 같다. 상위 50위중에 포함된 

유독물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독물은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벤젠(Benzene), 황산(Sulfuric acid)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98년 국내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 중 유독물(단위:천톤)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사용량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사용량

유
독
물

1 8002-05-9 Pertroleum 20,362,637 26 7778-18-9 Calcium sulfate,natural 1,087,670

2 7440-50-8 Copper 12,356,401 27 67-56-1 Methanol 1,070,413 ◎

3 630-80-0 Carbon monoxide 8,691,661 28 10043-01-3 Aluminium sulfate 1,028,215

4 8030-30-6 Naphtha 8,396,147 29 7446-70-0 Aluminium trichloride 979,989

5 1310-73-2 Sodium hydroxide 5,503,315 30 100-41-4 Ethylbenzene 882,188

6 7782-50-5 Chlorine 4,468,724 31 471-34-1 Calcium carbonate 770,047

7 71-43-2 Benzene 4,125,440 32 107-06-2 1,2-Dichloroethane 756,214

8 64741-42-0 Nhphtha(petroleum),full-range straight-run 3,504,048 33 7439-89-6 Iron 681,451

9 100-21-0 Terephthalic acid 2,967,483 34 7757-82-6 Sodium sulfate 668,283

10 7647-14-5 Sodium chloride 2,581,007 35 7440-66-6 Zinc 656,946

11 100-42-5 Styrene 2,518,047 36 1305-62-0 Calcium dihydroxide 573,347

12 115-07-1 Propylene 2,457,620 37 57-13-6 Urea 552,232

13 7440-44-0 Carbon 2,445,751 38 497-19-8 Sodium carbonate 538,796

14 7664-93-9 Sulfuric acid 2,384,087 39 65996-61-4 Pulp,cellulose 504,698

15 1305-78-8 Calcium oxide 2,360,394 40 14808-60-7 Quartz(SiO2) 486,853

16 106-42-3 p-Xylene 2,136,329 41 85-44-9 1,3-Isobenzofurandione 473,433

17 1330-20-7 Xylene 1,934,831 42 7447-40-7 Potassium chloride 472,138

18 65997-15-1 Portland cement,chemicals 1,626,289 43 64-19-7 Acetic acid 469,805

19 14807-96-6 Talc(Mg3H2(SiO3)4 1,620,356 44 74-98-6 Propane 461,406

20 7681-52-9 Sodium hypochlorite 1,616,194 45 7664-38-2 Phosphoric acid 456,589

21 107-21-1 Ethylene glycol 1,526,186 46 10101-41-4 Calcium(II) sulfate,dihydrate(1:1:2) 445,065

22 7664-41-7 Ammonia 1,286,987 47 1314-56-3 Diphosphours pentaoxide 443,843 ◎

23 108-88-3 Toluene 1,190,617 48 7705-08-0 Iron trichloride 427,270

24 1309-37-1 Diiron trioxide 1,164,388 49 107-13-1 Acrylonitrile 409,103 ◎

25 7704-34-9 Sulfur,precipitated,sublimed or colloidal 1,150,203 50 7697-97-2 Nitric acid 396,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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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화학물질유통량 조사결과 수입량 상위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

물은 8종으로 대량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

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표 9와 같다. 상위 50위중에 포함된 

유독물중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유독물은 유독물은 크실렌(Xylene), 메

탄올(Methanol), 암모니아(Ammonia)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98년 국내 화학물질 수입량 상위 50위 물질 중 유독물(단위:천톤)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수입량

유
독
물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수입량

유
독
물

1 8002-05-9 Petroleum 20,427,478 26 78-93-3 Methyl ethyl ketone 185,101 ◎

2 8030-30-6 Naphtha 2,352,533 27 126-30-7 2,2-Dimethyl-1,3-propanediol 181,197

3 1309-37-1 Diiron trioxide 1,151,639 28 68187-59-7 Coal,anthracite,devolatized 173,221

4 7647-14-5 Sodium chloride 1,083,994 29 100-42-5 Styrene 164,389

5 1330-20-7 Xylene 904,018 ◎ 30 13463-67-7 Titanium dioxide 163,041

6 64741-42-0 Naphtha(petroleum), full-range straight-run 764,916 31 57-55-6 1,2-Propanediol 161,217

7 7704-34-9 Sulfur, precipitated, sublimed or colloidal 556,836 32 57-50-1 b-D-Fructofuranosyl a-D-glucopyranoside 155,131

8 7440-50-8 Copper 546,157 33 80-62-6 2-Methyl-2-propenoic acid methyl ester 151,915

9 1305-78-8 Calcium oxide 502,126 34 107-13-1 Acrylonitrile 150,743 ◎

10 67-56-1 Methanol 494,862 ◎ 35 141-78-6 Ethyl acetate 146,118 ◎

11 7440-44-0 Carbon 459,945 36 7439-96-5 Manganese 139,077

12 7664-41-7 Ammonia 454,967 ◎ 37 105-60-2 Carprolactam 138,848

13 1314-56-3 Diphosphorus pentaoxide 447,732 ◎ 38 1344-28-1 Aluminium oxide 137,162

14 64741-62-4 Clarified oils(petroleum), catalytic cracked 443,175 39 7631-86-9 Silicon dioxide 125,328

15 7440-66-6 Zinc 435,501 40 115-07-1 Propylene 117,827

16 7447-40-7 Potassium chloride 421,112 41 110-19-0 Isobutyl acetate 117,580

17 107-21-1 Ethylene glycol 417,064 42 497-19-8 Sodium carbonate 116,957

18 106-42-3 p-Xylene 389,341 ◎ 43 123-86-4 Butyl acetate 112,228

19 7439-89-6 Iron 351,861 44 7429-90-5 Aluminium 108,845

20 65996-61-4 Pulp, cellulose 331,244 45 64-17-5 Ethanol 108,039

21 107-06-2 1,2-dichloroethane 315,719 46 7440-21-3 Silicon 107,294

22 57-13-6 Urea 300,512 47 68334-30-5 Fuels, diesel 102,893

23 100-21-0 Terephthalic acid 274,415 48 111-15-9 Eht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94,303

24 8008-20-6 Kerosine 221,635 49 98-82-8 (1-Methylethyl)benzene 82,826

25 7439-92-1 Lead 203,370 50 68476-78-8 Molasses 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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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화학물질유통량 조사결과 수출량 상위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

물의 종류는 12종으로 대량으로 수출되는 화학물질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에 의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표 10과 같다. 상위 50위중에 

포함된 유독물중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유독물은 크실렌(Xylene), 톨루

엔(Toluene), 황산(Sulfuric acid)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98년 국내 화학물질 수출량 상위 50위 물질 중 유독물(단위:천톤)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수출량

유
독
물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수출량

유
독
물

1 68334-30-5 Fules, diesel 5,090,700 26 1310-73-2 Sodium hydroxide 91,208 ◎

2 7440-44-0 Carbon 1,979,147 27 112-40-3 Dodecane 88,510

3 67476-33-5 Distillate 1,949,918 28 115-07-1 Propylene 88,143

4 65997-15-1 Portland cement, chemicals 1,751,602 29 65996-93-2 Coal tar pitch hightemp. 84,653

5 8006-61-9 Light gasoline 1,265,174 30 117-84-0 Di-n-octyl phthalate 80,684

6 8008-20-6 Kerosine 1,058,776 31 110-82-7 Hexahydrobenzene 76,187

7 8030-30-6 Naphtha 1,045,929 32 108-38-3 m-Xylene 71,537 ◎

8 100-21-0 Terephthalic acid 815,681 33 1344-09-8 Silicic acid sodium salt 70,566

9 100-42-5 Styrene 747,458 34 117-81-7 Bis(2-ethylhexyl)phthalate 66,584

10 106-42-3 p-Xylene 636,289 ◎ 35 95-47-6 o-Xylene 58,744 ◎

11 108-88-3 Toluene 509,253 ◎ 36 108-95-2 Phenol 57,308 ◎

12 7664-93-9 Sulfuric acid 461,743 ◎ 37 104-76-7 2-Ethylhexanol 55,612

13 7783-20-2 Ammonium sulfate 390,583 38 7778-80-5 Potassium sulfate 54,872

14 1330-20-7 Xylene 362,543 ◎ 39 142-47-2 Sodium glutamate 54,651

15 71-43-2 Benzene 350,544 ◎ 40 7704-34-9 Sulfur, precipitated, sublimed or colloidal 50,737

16 64742-54-7 Distillates(petroleum),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343,890 41 7722-84-1 hydrogen peroxide 49,612 ◎

17 64-19-7 Acetic acid 263,003 42 129813-58-7 Benzene, monoalkyl(C=10-13) derivs. 49,066

18 7440-50-8 Copper 235,300 43 7447-40-7 potassium chloride 45,300

19 1634-04-4 Methyl tert-butyl ether 222,609 44 7439-92-1 lead 44,554

20 107-21-1 Ethylene glycol 195,213 45 7664-38-2 phosphoric acid 41,383

21 107-13-1 Acrylonitrile 163,986 ◎ 46 7439-89-6 Iron 38,070

22 7440-66-6 Zinc 147,,672 47 71-36-3 1-Butanol 37,890

23 7697-37-2 4-[hydroxy(methyl)phosphinoyl]-DL-homoalanine 143,315 48 67-63-0 2-Propanol 34,714

24 85-44-9 1,3-Isobenzofurandione 124,711 49 141-78-6 Ethyl acetate 82,826 ◎

25 141-32-2 Butyl acrylate 99,989 50 1318-02-1 Zeolites 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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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 종류와 양

   국내 화학물질 사용, 제조, 수출, 수입량 중 상위 50위 물질(98년 유통

량조사 결과)중에 포함된 유독물은 제조가 12종, 사용이 11종, 수입이 8종, 

수출이 11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추출․정리하면 표 11 ∼ 표 14와 같다.

   표 11과 같이 국내 화학물질 제조량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 

제조량은 12,184천톤에 해당되며, 유독물 제조량과 물질수의 비중은 각각 

10.7%, 24%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98년과 2000년 유독물제조 실적보고중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 12종

을 알아본 결과, ‘98년 화학물질유통량 조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1. '98년 화학물질유통량 및 유독물 실적보고된 유독물제조량

구          분 1998년 2000년

<국내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

상위50위 화학물질 제조량 114,415천톤(50종) -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12종 제조량
12,184천톤(12종)

10.6%(24 %)
-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 총제조량 15,282천톤 16,566천톤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12종 제조량
13,083천톤

(85.6%)

14,283천톤

(86.2%)

   또, 표 4에서 '98년 국내 화학물질 제조량은 181.2백만톤이며 표 11에서 

상위50위 물질 제조량은 114.4백만톤으로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는 화학물

질이 전체 제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 5에서 '98년 유독물 총제

조량은 15,282천톤으로 표 11의 상위50위 물질중 포함된 유독물 12종의 제

조량은 13,083천톤으로 전체 유독물 제조량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유독물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

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시 100kg이상 제조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조사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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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업체들에게는 큰부담을 주게되고, 자료의 질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

한 수준에서 대상범위를 조정하여야 겠다.

   표 12와 같이 국내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 

사용량은 20,881천톤에 해당되며, 유독물 사용량과 물질수의 비중은 각각 

18%, 22%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98년과 2000년 유독물사용 실적보고중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 

11종을 알아본 결과, '98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에 포

함된 유독물 사용량과 '98년 유독물사용 실적보고중 상위 50위 물질에 포

함된 유독물의 양에는12,373천톤 만큼 차이가 나타나, 연간 240톤이상일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사용업 등록대상이 되어 연간 240톤이하로 

사용하는 유독물을 관리하는 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2. '98년 화학물질유통량 및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사용량

구          분 1998년 2000년

<국내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

상위50위 화학물질 사용량 116,068천톤(50종) -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11종 사용량
20,881천톤(11종)

18%(22%)
-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 총사용량 10,495천톤 16,572천톤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11종 사용량
8,506천톤

(81%)

13,556천톤

(81.8%)

   또, 표 4에서 '98년 국내 화학물질 사용량은 234.1백만톤이며 표 12에서 

상위50위물질 사용량은 116.1백만톤으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이 전체 제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유독물 총사용량은 

10,495천톤으로 상위50위물질중 포함된 유독물 11종의 사용량은 8,506천톤

으로 전체 유독물사용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유독물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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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00kg이상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조사대상에 적

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소규모 세 업체들에게는 큰부

담을 주게되고, 자료의 질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대상범위

를 조정하여야 겠다.

   표 13과 같이 국내 화학물질 수입량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 

수입량은 3,173천톤에 해당되며, 유독물 수입량과 물질수의 비중은 각각 

8.5%, 16%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98년과 2000년 유독물수입 실적보고중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 8종

을 알아본 결과, ‘98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3. '98년 화학물질유통량 및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수입량

구          분 1998년 2000년

<국내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

상위50위 화학물질 수입량 37,571천톤(50종) -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8종 수입량
3,173천톤(8종)

8.5%(16%)
-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 총수입량 4,342천톤 6,256천톤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8종 수입량
3,251천톤

(74.9%)

3,585천톤

(57.3%)

   또, 표 4에서 '98년 국내 화학물질 수입량은 42.2백만톤이며 표 13에서 

상위50위물질 수입량은 37.6백만톤으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이 전체 수입량의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유독물 총수입량은 

4,342천톤으로 상위50위물질중 포함된 유독물 8종의 수입량은 3,251천톤으

로 전체 유독물수입량의 7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유독물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

사시 100kg이상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조사대상에 적

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소규모 세 업체들에게는 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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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주게되고, 자료의 질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대상범위

를 조정하여야 겠다.

   표 14와 같이 국내 화학물질 수출량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 

수출량은 2,846천톤에 해당되며, 유독물 수출량과 물질수의 비중은 각각 

13.0%, 24%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98년과 2000년 유독물수출 실적보고중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 

11종을 알아본 결과, ‘98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표 14. '98년 화학물질유통량 및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수출량

구          분 1998년 2000년

<국내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

상위50위 화학물질 수출량 21,812천톤(50종) -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12종 수출량
2,846천톤(12종)

13%(24%)
-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연간 실적중>

유독물실적보고된 유독물 총수출량 5,428천톤 6,706천톤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 12종 수출량
4,873천톤

(89.8%)

6,081천톤

(90.7%)

   또, 표 4에서 '98년 국내 화학물질 수입출은 48.0백만톤이며 표 16에서

는상위50위물질 수출량은 21.8백만톤으로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화학물

질이 전체 수출량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유독물 총수출량은 

5,428천톤으로 상위50위물질중 포함된 유독물 12종의 수출량은 4,873천톤으

로 전체 유독물수출량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유독물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

사시 100kg이상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조사대상에 적

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소규모 세 업체들에게는 큰부

담을 주게되고, 자료의 질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대상범위

를 조정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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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위 50위 물질중 관할별 화학물질/유독물 제조, 사용량 비교

   1) 관할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

    (1) 환경관리청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

      '98년중 환경관리청 관할지역에서 상위 50위 물질중 가장 많이 제조

된 지역은 산강환경관리청으로 43,330천톤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전체 

제조량인 79,739천톤(표 20참고)에 비해 대량으로 제조되는 상위 50위물질

은 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많이 제조되고 있었으며, 상위 50위 물질중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전체사용량 86,443천톤중 23,214천

톤이 사용되고 있다.

        표 15. '98년 환경관리청별 화학물질 상위50위 제조, 사용량(천톤)

구      분 제조량 사용량

환경관리청별총계 62,669 54,840

경인지방환경관리청 375 3,630

낙동강환경관리청 17,975 23,214

산강환경관리청 43,330 20,410

금강환경관리청 34 162

대구지방환경관리청 781 3,882

전주지방환경관리청 174 3,530

원주지방환경관리청 - 12

         자료원 :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실

    (2) 시․도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

      '98년중 시․도별 관할지역에서 제조, 사용 상위 50위 물질 모두 충

청남도로 제조 및 사용이 각각 19,403천톤, 22,890천톤이 가장 많이 제조되

고 사용되었다

       표 16. '98년 시․도별 화학물질 상위 50위 제조, 사용량(천톤)

구   분 제조량 사용량 구   분 제조량 사용량

시․도별총계 51,747 61,227

서울특별시 119 303 경기도 14,995 14,584

부산광역시 62 6,638 충청남도 19,403 22,890

대구광역시 16 57 충청북도 13,048 458

인천광역시 1,780 2,356 경상남도 92 1,202

광주광역시 14 68 경상북도 791 550

대전광역시 59 186 전라남도 226 9,619

울산광역시 906 825 전라북도 122 1,272

강원도 114 127 제주도 - 92

         자료원 :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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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

    (1) 환경청별/연도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 중 유독물량

      환경관리청별/연도별로 살펴본 화학물질 제조량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이 가장 많이 제조된 지역은 '98년, 2000년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각각 5,340천톤(전체5,891천톤, 표 23참고), 5,860천톤(전체6,431천톤, 표 23

참고)이 제조되었으며, 환경관리청별/연도별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50위 물

질중 유독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지역은 표 17에서 '98년, 2000년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각각 4,268천톤(전체4,934천톤, 표 23참고), 6,153천톤(전체

6,738천톤, 표 23참고)이다.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도 계속 증가되고 있으

며, 또한 대량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유독물이 전체 유독물제조 및 사용

량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환경관리청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 상위 50위 물질 중 유독물량

구          분
1998년 2000년

제조량 사용량 제조량 사용량

환경부소계 10,628천톤 7,343천톤 10,877천톤 9,743천톤

경인지방환경관리청 338천톤 461천톤 191천톤 403천톤

낙동강환경관리청 5,340천톤 4,268천톤 5,860천톤 6,153천톤

산강환경관리청 4,601천톤 1,361천톤 4,448천톤 2,184천톤

금강환경관리청 0.001천톤 48천톤 1천톤 70천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45천톤 959천톤 148천톤 545천톤

전주지방환경관리청 304천톤 246천톤 229천톤 383천톤

원주지방환경관리청 - 0.174천톤 - 5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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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별/관할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량

      시․도별/연도별로 살펴본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중 

98년과 2000년도에 가장 많이 유독물이 제조된 지역은 충청남도로 각각 

1,686천톤(전체1,695천톤, 표 24참고), 1,889천톤(1,901천톤, 표 24참고)이 제

조되고 있으며, 대량으로 제조되는 유독물도 충청남도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도별/연도별 화학물질 제조, 사

용량 상위 50위 물질중 ‘98년과 2000년도에 가장 많이 유독물이 사용된 지

역은 표 18에서 충청남도로 각각 415천톤(전체500천톤, 표 24참고), 1,360천

톤(전체1,417천톤, 표 24참고)이다. 시도별/관할별에서도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대량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유독물

이 전체 유독물제조 및 사용량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시․도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 상위50위 물질중 유독물량(천톤)

구          분
1998년 2000년

제조량 사용량 제조량 사용량

시․도별소계 2,484 1,164 3,407 3,581

서울특별시 152 174 0.183 143

부산광역시 17 28 25 42

대구광역시 0.127 10 10 88

인천광역시 383 67 1,205 312

광주광역시 0.314 - 0.37

대전광역시 3 6 8

울산광역시 2 12 5 645

강원도 1 - 5

경기도 28 188 43 278

충청남도 1,686 415 1,889 1,360

충청북도 0.501 75 0.806 396

경상남도 32 111 39 124

경상북도 172 60 178 95

전라남도 8 8 3 31

전라북도 0.238 9 0.532 61

제주도 -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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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위50위 물질중 관할별 화학물질/유독물제조, 사용량 비교

    '98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과 기업이 정부에 보고

하는 유독물 실적보고중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을 환경관리청별

과 시․도별로 본 결과, 산강환경관리청(환경관리청별)만이 화학물질 유

통량 조사결과 상위50위 물질을 가장 많이 제조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상위50위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낙동강환경관리청, 충청

남도로 나타나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도 관할별로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지역은 '98년 유독물 업등록업소현황('99년 환경부통계자료)에

서 환경관리청관할지역중 유독물 업등록업소가 많은 지역은 경인천지방환

경관리청(345개소)이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335개소) 관할지역에 있는 업

소들 대부분이 대량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유독물 포함)을 유통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시․도별 관할지역에서는 서울시가 가

장 많은(613개소) 업등록 업소가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 유독물을 판매

(568개소)하는 업소가 92.6%를 차지하고 있어 화학물질 유통량과는 큰 관

련은 없어 보 으며, 충청남도(92개소) 지역은 대부분 유독물을 사용(54개)

하거나 제조(12개소)하는 업소들이 해당되어 충청남도 지역의 업소들이 대

량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유독물을 유통시키는걸 알 수 있어 대량으로 화

학물질(유독물 포함)을 유통시키는 지역인 낙동강관리청과 충청남도지역을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이 집되어 있는 지역에 사고발생시 대

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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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과 관할별/연도별 유독물량 비교

 가. 관할별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용, 수출․입량

   국내 화학물질 총 제조량은 표 19처럼 181,249천톤으로 환경관리청관할

의 제조량은 140,184천톤으로 시․도별관할에 비해 77.3%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화학물질 총사용량 또한 234,122천톤으로 시․도별관할에 비해 

65.5%의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화학물질 대량 취급공장이 공단

지역내에 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98년 관할기관별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용, 수출․입량(천톤)

구 분 제조량 사용량 수입량 수출량

환경관리청별 140,184 153,318
42,000 48,000

시․도별 41,065 80,804

총     계 181,249 234,122 42,000 48,000

      자료원 :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실

   1) 환경관리청별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98년중 환경관리청 관할지역에서 가장 많이 제조되고 사용된 지역은 

표 20에서 나타나듯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각각 79,739천톤, 86,443천톤

이 제조되고 사용되었다.

       표 20. '98년 환경관리청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천톤)

구      분 제조량 사용량

환경관리청별총계 140,184 153,318

경인지방환경관리청 926 17,325

낙동강환경관리청 79,739 86,443

산강환경관리청 57,243 31,240

금강환경관리청 300 1,385

대구지방환경관리청 910 9,401

전주지방환경관리청 1,042 7,463

원주지방환경관리청 24 61

        자료원 :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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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별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

    '98년중 시․도별 관할지역에서 가장 많이 제조되고 사용된 지역은 표 

21에서 충청남도로 각각 24,300천톤, 26,605천톤이 제조되고 사용되었다.

       표 21. '98년 시․도별 화학물질 제조, 사용량(천톤)

구   분 제조량 사용량 구   분 제조량 사용량

시․도별총계 41,065 80,804

서울특별시 349 1,562 경기도 819 16,774

부산광역시 365 11,712 충청남도 24,300 26,605

대구광역시 26 106 충청북도 909 1,235

인천광역시 8,039 12,112 경상남도 549 1,749

광주광역시 16 162 경상북도 748 491

대전광역시 60 604 전라남도 2,300 3,191

울산광역시 1,066 1,132 전라북도 186 2,475

강원도 1,332 646 제주도 1 248

        자료원 :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실

 나. 관할별/연도별 유독물 제조, 사용, 수출․입량

   표 22는 환경관리청 관할지역의 유독물 제조량과 사용량은 시․도별 

관할지역에 비해 96년도에는 각각 83.3%, 7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98년도에는 각각 82.1%, 8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는 각각 76%, 68.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유독물을 수입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관청에 유독물 수입 품목등록으로 관리를 하여 1996년도

에는 환경관리청과 시․도로 구분이 되지만 동법이 전면개정된 이후의 유

독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등록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한국화학물

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할구분이 없어 지역구분은 없지

만 유독물 수입량은 점차 증가함을 알수 있다.

   유독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를 하여 

수출하여야 하는데 유독물 수출량 또한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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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관할별/연도별 유독물 제조, 사용, 수출․입량(천톤)

구  분
1996년 유독물량(천톤) 1998년 유독물량(천톤) 2000년 유독물량(천톤)

제조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사용 수입 수출

환경관리청 10,092 8,227 2,840

2,317

12,539 8,760

4,342 5,428

12,584 11,374

6,256 6,706

시․도별 2,019 2,634 819 2,742 1,735 3,982 5,199

총   계 12,111 10,861 3,659 2,317 15,281 10,495 4,342 5,428 16,566 16,573 6,256 6,706

    1) 환경관리청별 국내 유독물제조, 사용량

     표 23은 환경관리청별/연도별로 살펴본 유독물 제조량은 '96년도에 

가장 많이 제조된 지역은 산강환경관리청으로 5,334천톤, 98년과 2000년

도에 가장 많이 제조된 지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각각 5,891천톤, 

6,431천톤이 제조되었으며, 환경관리청별/연도별 유독물이 가장 많이 사용

된 지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4,684천톤 4,934천톤, 6,738천톤으로 그 사

용량은 계속 증가함을 알수 있다

    표 23. 환경관리청별/연도별 유독물 제조․사용량(천톤)

구          분
1996년 1998년 2000년

제조량 사용량 제조량 사용량 제조량 사용량

환경관리청별총계 11,036 9,239 12,539 8,760 12,584 11,375

경인지방환경관리청 291 1,012 473 659 283 645

낙동강환경관리청 3,847 4,684 5,891 4,934 6,431 6,738

산강환경관리청 5,334 1,403 5,437 1,620 5,249 2,590

금강환경관리청 944 63 1 68 2 147

대구지방환경관리청 92 542 87 1,087 189 748

전주지방환경관리청 528 326 650 389 430 498

원주지방환경관리청 - 1,209 -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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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별 국내 유독물제조, 사용량

     표 24에서 시․도별/연도별로 살펴본 유독물 제조량은 '96년도에 가

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1,020천톤, 98년과 2000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충청남도로 각각 1,695천톤, 1,901천톤이 제조되고 있

으며 시․도별 국내 화학물질 제조량과 96년도를 제외한 98년과 2000년도

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시․도별/연도별 유독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충청남도로 각각 814천톤 500천톤, 1,417천톤으로 사용량이 

나타났다.

     '96년 울산광역시에 자료가 없는 이유는 '97년도에 울산광역시로 승

격되었기 때문이며, '96년 울산군은 경상남도 관할로 '98년 2000년도에 비

해 경상남도 지역에서의 제조와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시․도별/연도별 유독물 제조․사용량(천톤)

구          분
1996년 1998년 2000년

제조량 사용량 제조량 사용량 제조량 사용량

시․도별총계 2,019 2,634 2,743 1,736 3,983 5,201

서울특별시 224 171 219 196 69 178

부산광역시 86 83 30 58 41 83

대구광역시 4 11 0.23 10 11 101

인천광역시 1,020 635 526 281 1,437 598

광주광역시 - 2 - 2 - 2

대전광역시 2 18 3 7 14 314

울산광역시 - - 2 30 10 985

강원도 - 5 - 2 - 116

경기도 62 345 55 291 69 453

충청남도 260 814 1,695 500 1,901 1,417

충청북도 0.8 119 0.59 115 2 462

경상남도 191 273 32 132 43 162

경상북도 168 85 172 85 223 164

전라남도 - 13 8 16 162 88

전라북도 0.72 60 0.24 11 0.5 78

제주도 - - - - -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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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할별 국내 화학물질유통량과 관할별/연도별 유독물량 비교

   '98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 및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연도별 유독

물실적을 관할별로 비교해 본 결과, 두 자료 모두 환경관리청지역이 시․

도별 지역에 비해 제조, 사용, 수출․입에 있어 화학물질 및 유독물을 대량

으로 유통시키고 있었으며, 국내 화학물질 제조, 사용에 있어서 낙동강환경

관리청(환경관리청)과 충청남도(시․도별)지역에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유독물제조, 사용에 있어서는 '96년를 제

외하고는 ‘98년, 2000년도에는 국내 화학물질제조, 사용과 같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전체 화학물질(유독물 포함) 유통량중 상위 50위 물질을 대량으

로 유통시키는 지역과 같은 결과를 보 다. 이는 전체 화학물질 유통량중 

대부분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 50위 물질을 대상으로 지역별에 있

어서도 우선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대량생산화학물질(1,000톤이상)과 

   연도별 1,000톤이상 유독물 제조, 수입량 비교

 가.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대량생산화학물질(1,000톤이상)

   국내 화학물질을 유통량 조사를 완료하여 대량생산화학물질목록정비작

업(99.12∼2000.1)을 하여 1,000톤이상 제조․수입화학물질은 462종(제조 또

는 수입 중복되는 물질은 제외하고, 고분자 등 위해성이 낮은 물질은 목록

에서 제외)의 기존화학물질(HPV)목록을 작성하 으며, 그 양으로는 

161,591천톤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유통되는 화학물질수(29,283종)의 1.6%

밖에 되지 않으나, 전체 화학물질 유통량인 234.1백만톤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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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1,000톤이상 수입하는 화학물질 수는 

399종으로 전체 수입량의 99.3%이며, 제조하는 화학물질수는 550종으로 전

체 제조량의 99.4%로 표 25에 나타나듯이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중 1,000톤이상 제조․수입량

구   분

국 내 전 체

제조․수입량

1,000톤이상

제조․수입량
비고

양

(백만톤)
물질수

양

(백만톤)
물질수

제   조 181.2 3,480종 180.1 550종
전체제조량의

99.4%

수   입 42.2 7,418종 41.9 399종
전체수입량의

99.3%

 나. 연도별 1,000톤이상 유독물제조, 수입량

    '98년과 2000년에 유독물실적보고된 1,000톤이상 제조되는 유독물의 종

류는 표 26과 표 27에서 나타나듯이 각각 47종, 48종으로 제조량으로는 각

각 15,272천톤, 16,549천톤에 해당되며, 1,000톤이상 수입되는 유독물의 종

류는 표 28∼표 29에서 나타나듯이 각각 44종, 47종으로 수입량는 각각 

4,320천톤, 6,234천톤에 해당되며, 제조․수입되는 유독물의 양과 종류는 그

림 5에서 설명되듯이 해마다 유독물 제조량과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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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1998년 유독물 1,000톤이상 제조․수입량

구   분

1998년유독물전체

제조․수입량

1,000톤이상 유독물

제조․수입량 비고

양(천톤) 물질수 양(천톤) 물질수

제   조 15,282 114종 15,272 47종
전체유독물

제조량의99.9%

수   입 4,342 194종 4,320 44종
전체유독물

수입량의99.5%

      표 27. 2000년 유독물 1,000톤이상 제조․수입량

구   분

2000년유독물전체

제조․수입량

1,000톤이상 유독물

제조․수입량 비고

양(천톤) 물질수 양(천톤) 물질수

제   조 16,566 109종 16,549 48종
전체유독물

제조량의99.9%

수   입 6,256 203종 6,234 45종
전체유독물

수입량의99.6%

16,549
(48종)15,272

(47종)

6,234
(45종)4,320

(4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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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연도별 1,000톤이상 유독물제조, 수입량(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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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대량생산화학물질(1,000톤이상)과 

     연도별 1,000톤이상 유독물제조, 수입량 비교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및 연도별 유독물실적보고 자료를 

근거로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을 알아본 결과, 대량으로 제조

되고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을 포함하여 전체 유통량중 해당되는 물

질의 종류는 작으나 그 양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량으로 유통

되는 화학물질중에서도 유독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우선순위물질로 선정하

여 유해화학물질관을 관리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 OECD국에서는 SIDS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은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SID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98년 유통량조사결과에서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462종의 목록을 작성하여 OECD국에 제

출하 으며,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462종에 포함된 유독물은 67

종으로 2001년배출량대상물질 160종중에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독물이 13종이나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량으로 유통되는 유독물인 

만큼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므로 2001년도 배출량목록대상물질에 적용되지 

않은 13종의 유독물이 위해성의 개념을 고려하여 배출량목록대상물질에 우

선순위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97년 OECD SIDS 대상물질은 297

종으로 이중 유독물에 해당되는 종류는 36종이다. 2001년 8월 OECD SIDS 

대상물질은 731종(2001.8월)으로 향후 OECD SIDS 대상물질이 확대될경우 

유독물에 해당되는 종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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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목록(TRI) 대상물질에 포함된 유독물

 가. 1999년 배출량목록(80종)대상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 해당여부

   TRI 대상물질 80종중에 포함된 유독물은 표 28에서와 같이 48종이 해

당되었으며, TRI 대상물질인 80종 모두 유독물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선

진국의 수준으로 대상물질(부록 2 참고)이 확대될 경우,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이 우선 대상목록에 지정되어야 하겠다. 표 28를 보면, 

1,3-butadiene, dichloro- methane, N,N-dimethylformamide, thiourea, 

dinitro toluene, chlorothalonil은 일본에서는 화심법(化審法)에 의해 지정화

학물질로 관리받고 있는 물질이며 이중 '99년 배출량조사 결과 전체배출량

(16,380천톤)중 dichloromethane는 17% (2,789천톤), 1,3-butadiene은 

2.8%(460천톤), N,N-dimethylformamide은 1.7% (282천톤), dinitro toluene,

은 0.06%(9천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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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1999년도 TRI 대상화학물질(80종)중 유독물 해당여부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유독물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유독물

1 50-00-0 Formaldehyde ◎ 41 107-02-8 Acrolen ◎

2 51-79-6 Urethane (Ethyl carbamate) 42 107-06-2 1,2-Dichloroethane ◎

3 52-68-6 Dimethyl 2,2,2-tricholro-1hydroxyethyl-phosphonate (Trchlorofon) 43 107-13-1 Acryonitrile ◎

4 56-23-5 Carbon tetrachloride ◎ 44 108-05-4 Vinyl acetate

5 56-35-9 Tributyltin oxide ◎ 45 108-39-4 3-Methylphenol ◎

6 56-38-2 Parathion ◎ 46 108-88-3 Toluene ◎

7 57-74-9 Chlordane ◎ 47 109-86-4 2-Methoxyethanol

8 60-57-1 Dieldrin ◎ 48 110-80-5 2-Ethoxyetanol

9 62-53-3 Aniline ◎ 49 111-15-9 2-ethoxyethylacetate

10 62-56-6 Thiourea 50 115-29-7 Endosulfan ◎

11 62-73-7 DDVP, dichlo(I) (Dichlovos) ◎ 51 117-81-7 Di(2-ethylhexyl) phthalate

12 64-67-5 Diethyl sulfate ◎ 52 123-91-1 1,4-Dioxane

13 67-63-0 2-propanol (Isopropyl alcohol) 53 124-40-3 Dimethylamine

14 67-66-3 Chloroform ◎ 54 127-18-4 Tetrachloroethylene ◎

15 68-12-2 N,N-Dimethylformamide 55 79-06-1 Acrylamide ◎

16 71-43-2 Benzene ◎ 56 81-07-2 Saccharin

17 74-87-3 Chloromethane ◎ 57 128-37-0 Butylated hydroxy toluene ◎

18 75-01-4 Vinyl chlorde ◎ 58 133-06-2 Captan ◎

19 75-07-0 Acetaldehyde 59 133-07-3 Folpet

20 75-09-2 dichloromethane 60 140-88-5 Ethyl acrylate ◎

21 75-15-0 Carbon disulfide ◎ 61 302-01-2 Hydrazine ◎

22 75-21-8 Ethylene oxide ◎ 62 309-01-2 Aldrin

23 75-44-5 Carbonyl chloride ◎ 63 584-84-9 Toluene 2,4-diisocyanate ◎

24 75-44-8 Heptachlor ◎ 64 1163-19-5 Dicabromodiphenyl oxide ◎

25 77-78-1 Dimethyl sulfate ◎ 65 1303-28-2 Arsenic pentoxide ◎

26 79-01-6 Ethylene trichloride ◎ 66 1330-20-7 Xylene ◎

27 85-68-7 Butylbenzyl phthalate 67 1582-09-8 Trifluralin ◎

28 91-94-1 3,3'-Dichlorobenzidine 68 1897-45-6 Chlorothalonil

29 95-48-7 2-Methylphenol ◎ 69 1910-42-5 Paraquat salt ◎

30 95-53-4 o-Toluidine ◎ 70 7440-02-2 Nickel and its cmpounds

31 95-80-7 2,4-Diaminotoluene ◎ 71 7440-38-2 Arsenic and its cmpounds ◎

32 98-07-7 (Trichlorometyl)benzene 72 7647-01-0 Hdrochlorc acid ◎

33 100-42-5 Styrene 73 7664-39-3 Hdrofluoric acid ◎

34 101-14-4 3,3'-Dichloro-4,4-diaminodiphenl methane ◎ 74 764-41-7 Ammonia ◎

35 101-77-9 4,4'-Methylenedianiline 75 764-93-9 Sulfuric acid ◎

36 103-23-1 Di(2-ethylhexyl) dipate 76 8001-58-9 Creosote

37 106-46-7 1,4-Dichlorobenzene 77 17804-35-2 Benlate

38 106-29-8 Epichlorohydrin ◎ 78 23564-05-8 Thiophanate-methyl

39 106-93-4 1,2-Dibromoethne ◎ 79 25321-14-6 Dinitro toluene

40 106-99-0 1,3-Butadiene 80 30560-19-1 Ace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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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9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는 기업, 지

자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는 것으로, 1999년에 80종 배출량대상물질중 60종이 환경중으

로 연간 16,380톤으로 대기로는 14,860톤, 수계로는 1,316톤, 토양으로는 

204톤이 배출되어 전체환경배출량중 대기로 배출이 가장 많았다.

   배출량이 많은 물질은 디클로로메탄(2,789톤/년, 17.0%), 톨루엔(2,676톤

/년, 16.3%), 크실렌(1,477톤/년, 9.0%)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기로 가장 많

이 배출된 물질은 디클로로메탄이며, 수계와 토양으로 가장 많이 배출된 

물질은 황산임을 알 수 있다. 이중 디클로로메탄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물질은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된다. 

   표 29에 나타나듯이 디클로로메탄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모두 유독물에 

해당되며,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유독물로 

대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해당된다. 유통량이 많은 만큼 배출량도 그만 

큼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출목록대상물질 중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

물질중 유독물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하여 관리가 되어져야 하겠다.

   표 29. 유해화학물질 매체별 배출량 상위 3개 물질[단위:톤/년]

순위
대  기 수  계 토  양

물질명 배출량 물질명 배출량 물질명 배출량

1위
디클로로

메    탄

2,765

(18.6%)
황산

879

(66.8%)
황산

176

(86.4%)

2위 톨루엔
2,647

(17.8%)
염화수소

281

(21.4%)
톨루엔

16

(7.9%)

3위 크실렌
1,464

(9.9%)
암모니아

37

(2.8%)
크실렌

9.7

(4.8%)

   ( ) 안은 매체별 총 배출량에 대한 비율, 음 부분은 유독물에 해당됨

   자료원 : 환경부 화학물질과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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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RI 대상화학물질(80종)중 연도별 유독물량과 물질수

   1999년에 배출량 보고대상물질 80종 중에서 유독물에 해당되는 종류는 

48종으로, 연도별 유독물량은 그림 6를 보듯이 유독물의 제조, 사용, 수입

량은 증가함을 알수 있다. 또, 배출량 보고대상물질에 해당되는 유독물의 

제조, 사용, 수입물질수는 그림 7에서 보듯이 물질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

소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선진국 수준(예, 미국 643종, 일본 354종)으로 

TRI 대상물질의 종류를 확대했을 때 유독물에 해당되는 종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2년 3월말까지 보고될 2001년 TRI 대상물질수는 '99년의 80종에

서 두배가 늘어난 160종에 해당되며, 이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

독물에 해당되는 물질수는 102종이 해당되며 2001년 TRI 대상물질중 유독

물에 해당되는 제조, 사용, 수입량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과 2000년 배출량 보고대상 물질 80종 중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해 관리받고 있는 유독물 48종 뿐만아니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6종)하거나 제한하는화학물질(2종)” 8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99년과 2000년 배출량보고대상물질 80종 중에서 5종(1,3-butadiene, 

dichloromethane, N,N-dimethylformamide, thiourea, dinitro toluene, 

chloro- thalonil)은 일본에서는 화심법(化審法)에 의해 지정화학물질로 관

리받고 있는 물질이므로 국내에서도 유통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이 많을 경

우와 양은 미비하더라도 그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사전예방관리

를 함에 있어 우선순위 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 2001년 배출량 보고대상 물질 160종 중에도 유독물 102종 뿐만아니

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화학물질(3종)”,과 “관찰

물질(2종)” 5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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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RI 대상물질 중 연도별 유독물 제조, 사용, 수입량(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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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 50위 물질중에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상위50위 물질에 포함된 유독물의 종류와 

1999년과 2000년 배출량대상물질(80종)과 2001년 배출량대상물질(160종) 

여부와 1988년∼1999년까지 기존화학물질안정성시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표 30∼표 33에 나타내었다.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은 표 30과 같으며, sodium 

hydroxide, methyloxirane, nitric acid는 대량으로 제조되고 유독물임에도 

불구하고 1999∼2000년에 TRI 대상물질(80종)에 적용되지 않고 배출량이 

조사되었지만, 2001년 TRI 대상물질(160종)에는 이점이 일부 고려되어 적용

된걸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제조량 34위인 1,2-Dichloroethane는 일본의 경우 

지정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유독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다.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는 화

학물질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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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98년 국내 화학물질 제조량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제조량(천톤)

유 독 물

해당여부

TRI80종

해당여부

TRI160종

해당여부

안 전 성

시험유무

1 65997-15-1 Portland cement,chemicals 28,832,394

2 68334-30-5 Fuels, diesel 14,524,851

3 8030-30-6 Naphtha 9,980,767

4 68476-33-5 Distillate 8,561,201

5 68553-00-4 Benzene,tetraporpenyl derivs 6,130,072

6 8006-61-9 Light gasoline 4,682,829

7 100-21-0 Terephthalic acid 4,385,839

8 8008-20-6 Kerosine 3,908,946

9 100-42-5 Styrene 3,554,892 ★ ⊙ ◈

10 7664-93-9 Sulfuric acid 3,058,753 ◎ ★ ⊙

11 115-07-1 Propylene 2,724,583 ⊙

12 71-43-2 Benzene 2,186,530 ◎ ★ ⊙ ◈

13 100-41-4 Ethylbenzene 1,935,281 ⊙

14 106-42-3 p-Xylene 1,828,244 ◎

15 1305-78-8 Calcium oxide 1,402,820

16 108-88-3 Toluene 1,061,948 ◎ ★ ⊙

17 1310-73-2 Sodium hydroxide 976,484 ◎ → ⊙

18 7440-50-8 Copper 941,369

19 7782-50-5 Chlorine 885,633 ⊙

20 1330-20-7 Xylene 836,905 ◎ ★ ⊙

21 10101-41-4 Calcium(II) sulfate, dihydrate(1:1:2) 757,656

22 64741-46-4 Naphtha(petroleum),light straight-run 720,060

23 107-21-1 Ethylene glycol 713,446

24 7778-18-9 Calcium sulfate, natural 642,339

25 1634-04-4 Methyl tert-butyl ether 605,607 ⊙

26 75-56-9 Methyloxirane 567,260 ◎ → ⊙

27 7783-20-2 Ammonium sulfate 519,002

28 7440-66-6 Zinc 493,277

29 7704-34-9 Sulfur, precipitated, sublimed or colloidal 445,138 ⊙

30 57-13-6 Urea 444,779

31 7664-38-2 Phosphoric acid 441,695

32 7697-37-2 Nitric acid 429,880 ◎ → ⊙

33 107-13-1 Acrylonitrile 359,091 ◎ ★ ⊙

34 107-06-2 1,2-Dichloroethane 347,154 ⊙

35 7664-41-7 Ammonia 337,262 ◎ ★ ⊙

36 64-19-7 Acetic acid 335,809 ★ ⊙

37 497-19-8 Sodium carbonate 330,311

38 1344-09-8 Silicic acid sodium salt 317,648

39 123-72-8 Butanal 308,609

40 50-00-0 Formaldehyde 304,235 ◎ ★ ⊙

41 112-40-3 Dodecane 300,722

42 10043-01-3 Aluminium sulfate 293,458

43 64-17-5 Ethanol 283,399

44 85-44-9 1,3-Isobenzofurandione 269,726 ◈

45 101631-19-0 Kerosine(petroleum),hydrotreated 265,114

46 7440-44-0 Carbon 264,189

47 65996-61-4 Pulp, cellulose 249,003

48 95-47-6 o-Xylene 237,227 ◎

49 7647-14-5 Sodium chloride 216,054

50 1309-48-4 Magnesium oxide 2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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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은 표 31과 같으며, sodium 

hydroxide, methanol, diphosphours pentaoxide, nitric acid는 대량으로 사

용되고 유독물임에도 불구하고 '99∼2000년에 TRI 대상물질(80종)에 적용

되지 않고 배출량이 조사되었지만, 2001년 TRI 대상물질(160종)에는 이점

이 일부 고려되어 적용된걸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사용량 32위인 

1,2-Dichloroethane는 일본의 경우 지정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유독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다.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바

탕으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되어 관리

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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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98년 국내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사용량(천톤)

유 독 물

해당여부

TRI80종

해당여부

TRI160종

해당여부

안 전 성

시험유무

1 8002-05-9 Pertroleum 20,362,637

2 7440-50-8 Copper 12,356,401

3 630-80-0 Carbon monoxide 8,691,661 ⊙

4 8030-30-6 Naphtha 8,396,147

5 1310-73-2 Sodium hydroxide 5,503,315 ◎ → ⊙

6 7782-50-5 Chlorine 4,468,724 ⊙

7 71-43-2 Benzene 4,125,440 ◎ ★ ⊙ ◈

8 64741-42-0 Nhphtha(petroleum),full-range straight-run 3,504,048

9 100-21-0 Terephthalic acid 2,967,483

10 7647-14-5 Sodium chloride 2,581,007

11 100-42-5 Styrene 2,518,047 ★ ⊙ ◈

12 115-07-1 Propylene 2,457,620 ⊙

13 7440-44-0 Carbon 2,445,751

14 7664-93-9 Sulfuric acid 2,384,087 ◎ ★ ⊙

15 1305-78-8 Calcium oxide 2,360,394

16 106-42-3 p-Xylene 2,136,329 ◎

17 1330-20-7 Xylene 1,934,831 ◎ ★ ⊙

18 65997-15-1 Portland cement,chemicals 1,626,289

19 14807-96-6 Talc(Mg3H2(SiO3)4 1,620,356

20 7681-52-9 Sodium hypochlorite 1,616,194

21 107-21-1 Ethylene glycol 1,526,186

22 7664-41-7 Ammonia 1,286,987 ◎ ★ ⊙

23 108-88-3 Toluene 1,190,617 ◎ ★ ⊙

24 1309-37-1 Diiron trioxide 1,164,388

25 7704-34-9 Sulfur,precipitated,sublimed or colloidal 1,150,203 ⊙

26 7778-18-9 Calcium sulfate,natural 1,087,670

27 67-56-1 Methanol 1,070,413 ◎ → ⊙

28 10043-01-3 Aluminium sulfate 1,028,215

29 7446-70-0 Aluminium trichloride 979,989

30 100-41-4 Ethylbenzene 882,188 ⊙

31 471-34-1 Calcium carbonate 770,047

32 107-06-2 1,2-Dichloroethane 756,214 ★ ⊙

33 7439-89-6 Iron 681,451

34 7757-82-6 Sodium sulfate 668,283

35 7440-66-6 Zinc 656,946

36 1305-62-0 Calcium dihydroxide 573,347

37 57-13-6 Urea 552,232

38 497-19-8 Sodium carbonate 538,796

39 65996-61-4 Pulp,cellulose 504,698

40 14808-60-7 Quartz(SiO2) 486,853

41 85-44-9 1,3-Isobenzofurandione 473,433 ◈

42 7447-40-7 Potassium chloride 472,138

43 64-19-7 Acetic acid 469,805 ⊙

44 74-98-6 Propane 461,406

45 7664-38-2 Phosphoric acid 456,589

46 10101-41-4 Calcium(II) sulfate,dihydrate(1:1:2) 445,065

47 1314-56-3 Diphosphours pentaoxide 443,843 ◎ → ⊙

48 7705-08-0 Iron trichloride 427,270

49 107-13-1 Acrylonitrile 409,103 ◎ ★ ⊙

50 7697-97-2 Nitric acid 396,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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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은 표 32와 같으며, methanol, 

diphosphours pentaoxide, MEK, ethyl acetate는 대량으로 수입되고 유독

물임에도 불구하고 1999∼2000년에 TRI 대상물질(80종)에 적용되지 않고 

배출량이 조사되었지만, 2001년 TRI 대상물질(160종)에는 이점이 일부 고

려되어 적용된걸 알 수 있었으며,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는 수입량 48위로 배출량대상물질(80종,160종)에는 적용되었지만 유독물 및 

안전성 시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특히, 수입량 21위인 

1,2-Dichloroethane는 일본의 경우 지정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유독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다.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바

탕으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되어 관리

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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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98년 국내 화학물질 수입량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수입량(천톤)

유 독 물

해당여부

TRI80종

해당여부

TRI160종

해당여부

안 전 성

시험유무

1 8002-05-9 Petroleum 20,427,478

2 8030-30-6 Naphtha 2,352,533

3 1309-37-1 Diiron trioxide 1,151,639

4 7647-14-5 Sodium chloride 1,083,994

5 1330-20-7 Xylene 904,018 ◎ ★ ⊙

6 64741-42-0 Naphtha(petroleum), full-range straight-run 764,916

7 7704-34-9 Sulfur, precipitated, sublimed or colloidal 556,836 ⊙

8 7440-50-8 Copper 546,157

9 1305-78-8 Calcium oxide 502,126

10 67-56-1 Methanol 494,862 ◎ → ⊙

11 7440-44-0 Carbon 459,945

12 7664-41-7 Ammonia 454,967 ◎ ★ ⊙

13 1314-56-3 Diphosphorus pentaoxide 447,732 ◎ → ⊙

14 64741-62-4 Clarified oils(petroleum), catalytic cracked 443,175

15 7440-66-6 Zinc 435,501

16 7447-40-7 Potassium chloride 421,112

17 107-21-1 Ethylene glycol 417,064

18 106-42-3 p-Xylene 389,341 ◎

19 7439-89-6 Iron 351,861

20 65996-61-4 Pulp, cellulose 331,244

21 107-06-2 1,2-dichloroethane 315,719 ★ ⊙

22 57-13-6 Urea 300,512

23 100-21-0 Terephthalic acid 274,415

24 8008-20-6 Kerosine 221,635

25 7439-92-1 Lead 203,370

26 78-93-3 Methyl ethyl ketone 185,101 ◎ → ⊙

27 126-30-7 2,2-Dimethyl-1,3-propanediol 181,197 ◈

28 68187-59-7 Coal,anthracite,devolatized 173,221

29 100-42-5 Styrene 164,389 ★ ⊙ ◈

30 13463-67-7 Titanium dioxide 163,041

31 57-55-6 1,2-Propanediol 161,217

32 57-50-1 b-D-Fructofuranosyl a-D-glucopyranoside 155,131

33 80-62-6 2-Methyl-2-propenoic acid methyl ester 151,915

34 107-13-1 Acrylonitrile 150,743 ◎ ★ ⊙

35 141-78-6 Ethyl acetate 146,118 ◎ → ⊙

36 7439-96-5 Manganese 139,077 ⊙

37 105-60-2 Carprolactam 138,848

38 1344-28-1 Aluminium oxide 137,162

39 7631-86-9 Silicon dioxide 125,328

40 115-07-1 Propylene 117,827 ⊙

41 110-19-0 Isobutyl acetate 117,580

42 497-19-8 Sodium carbonate 116,957

43 123-86-4 Butyl acetate 112,228 ◈

44 7429-90-5 Aluminium 108,845

45 64-17-5 Ethanol 108,039

46 7440-21-3 Silicon 107,294

47 68334-30-5 Fuels, diesel 102,893

48 111-15-9 Ehtylene 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94,303 ★ ⊙

49 98-82-8 (1-Methylethyl)benzene 82,826 ◈

50 68476-78-8 Molasses 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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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은 표 33과 같으며, sodium 

hydroxide, phenol, ethyl acetate는 대량으로 수출되고 유독물임에도 불구

하고 1999∼2000년에 TRI 대상물질(80종)에 적용되지 않고 배출량이 조사

되었지만, 2001년 TRI 대상물질(160종)에는 이점이 일부 고려되어 적용된

걸 알 수 있었으며, bis(2-ethylhexyl) phthalate는 수출량 34위로 배출량대

상물질(80종,160종)에는 적용되었지만 유독물 및 안전성시험대상에서는 제

외되었으며, 수출량 9위인 styrene과 48위인 2-propanol은 배출량대상물질

(80종,160종) 및 안전성시험은 수행되었지만 유독물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지 않았다.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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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98년 국내 화학물질 수출량 상위 50위 물질에 포함된 종합적인 분석

순

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상위50위

수입량(천톤)

유 독 물

해당여부

TRI80종

해당여부

TRI160종

해당여부

안 전 성

시험유무

1 68334-30-5 Fules, diesel 5,090,700

2 7440-44-0 Carbon 1,979,147

3 67476-33-5 Distillate 1,949,918

4 65997-15-1 Portland cement, chemicals 1,751,602

5 8006-61-9 Light gasoline 1,265,174

6 8008-20-6 Kerosine 1,058,776

7 8030-30-6 Naphtha 1,045,929

8 100-21-0 Terephthalic acid 815,681

9 100-42-5 Styrene 747,458 ★ ⊙ ◈

10 106-42-3 p-Xylene 636,289 ◎

11 108-88-3 Toluene 509,253 ◎ ★ ⊙

12 7664-93-9 Sulfuric acid 461,743 ◎ ★ ⊙

13 7783-20-2 Ammonium sulfate 390,583

14 1330-20-7 Xylene 362,543 ◎ ★ ⊙

15 71-43-2 Benzene 350,544 ◎ ★ ⊙ ◈

16 64742-54-7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343,890

17 64-19-7 Acetic acid 263,003 ⊙

18 7440-50-8 Copper 235,300

19 1634-04-4 Methyl tert-butyl ether 222,609 ⊙

20 107-21-1 Ethylene glycol 195,213

21 107-13-1 Acrylonitrile 163,986 ◎ ★ ⊙

22 7440-66-6 Zinc 147,,672

23 7697-37-2 4-[hydroxy(methyl)phosphinoyl]-DL-homoalanine 143,315 ⊙

24 85-44-9 1,3-Isobenzofurandione 124,711 ◈

25 141-32-2 Butyl acrylate 99,989 ◈

26 1310-73-2 Sodium hydroxide 91,208 ◎ → ⊙

27 112-40-3 Dodecane 88,510

28 115-07-1 Propylene 88,143 ⊙

29 65996-93-2 Coal tar pitch hightemp. 84,653

30 117-84-0 Di-n-octyl phthalate 80,684 ◈

31 110-82-7 Hexahydrobenzene 76,187 ⊙

32 108-38-3 m-Xylene 71,537 ◎

33 1344-09-8 Silicic acid sodium salt 70,566

34 117-81-7 Bis(2-ethylhexyl)phthalate 66,584 ★ ⊙

35 95-47-6 o-Xylene 58,744 ◎

36 108-95-2 Phenol 57,308 ◎ → ⊙

37 104-76-7 2-Ethylhexanol 55,612 ◈

38 7778-80-5 Potassium sulfate 54,872

39 142-47-2 Sodium glutamate 54,651

40 7704-34-9 Sulfur, precipitated, sublimed or colloidal 50,737 ⊙

41 7722-84-1 hydrogen peroxide 49,612 ◎

42 129813-58-7 Benzene, monoalkyl(C=10-13) derivs. 49,066

43 7447-40-7 potassium chloride 45,300

44 7439-92-1 lead 44,554

45 7664-38-2 phosphoric acid 41,383

46 7439-89-6 Iron 38,070

47 71-36-3 1-Butanol 37,890 ◈

48 67-63-0 2-Propanol 34,714 ★ ⊙ ◈

49 141-78-6 Ethyl acetate 33,086 ◎ → ⊙

50 1318-02-1 Zeolites 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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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0∼표 33에서 나타나듯이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대량으로 유통되는 상위 50위 물질(제조, 사용, 수입, 수출)이 모두 유독물, 

TRI(80종, 160종)대상물질 및 안전성시험대상에 우선순위 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표 30은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는 화학물질

이전성시험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 

Styrene, Ethylbenzene, Chlorine, Methyl tert-butyl ether, 표 31은 대량으

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중 Styrene, Ethylbenzene, 1,2-Dichloroethane, 

표 32는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학물질중 1,2-Dichloroethane, Styrene, 

Ethylene glycol monoethyl acetate 표 33은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화학

물질중 Styrene, Methyl tert-butyl ether, Bis(2-ethylhexyl)phthalate, 

2-Propanol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은 화

학물질의 유해성심사후 독성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

를 미칠 유해성만이 고려되어 유독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며 

화학물질의 그 자체의 독성을 말하는 유해성에 노출량을 고려한 위해성(유

해성x노출)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 TRI대

상물질 및 안전성시험대상에 우선순위 물질로 선정하여 관리되어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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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실시한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및 '99년 배출량목록대상물질(80종)이 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는 유독물 업

실적보고된 유독물의 종류와 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유독물 지정시 위해

성 개념을 바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로 지

정되지 않은 물질도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독물이 아닌 일반화학

물질일 경우에도 잠재적인 유해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한 노출정도를 확

인하는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독물을 지정하는 방안이 

화학물질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및 연도별 유독물실적보고 

자료를 근거로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을 알아본 결과, 대량으

로 제조되고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을 포함하여 전체 화학물질 유통

량중 해당되는 물질의 종류는 작으나 그 양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462종에 포함된 유독물은 67종으

로 2001년 배출량대상물질(160종)에 1,0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독

물이 13종이나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량으로 유통되는 유독물인 만큼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므로 2001년도 배출량대상물질에 적용되지 않은 13종

의 유독물이 위해성의 개념을 고려하여 배출량대상물질에 우선순위로 선정

되어야 겠다.

   셋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및 '98년 유독물실적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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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상위 50위 물질이 전체 화학물질 및 유독물 제조량의 각각 

63%, 85.6%, 전체 화학물질 및 유독물 사용량도 각각 50%, 81%, 전체 화

학물질 및 유독물 수입량도 각각 89.1%, 74.9%, 전체 화학물질 및 유독물 

수출량도 각각 45.4%, 89.8%로 나타나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유독물 포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시 100kg이상 제조, 사용 등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통량 

조사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내 소규모 세 업체

들에게는 큰부담을 주게되고, 자료의 질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

에서 대상범위를 조정하여야 겠다.

   넷째,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위50위 물질을 관할별로 분석한 결과, 

'98년 유독물 업등록업소현황('99년 환경부통계자료)에서 환경관리청관할

지역중 유독물 업등록업소가 많은 지역은 경인천지방환경관리청(345개소)

이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335개소) 관할지역에 있는 업소들 대부분이 대량

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유독물 포함)을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시․도별 관할지역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613개소) 

업등록 업소가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 유독물을 판매(568개소)하는 업소가 

92.6%를 차지하고 있어 화학물질 유통량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 으며, 충

남(92개소)지역은 대부분 유독물을 사용(54개)하거나 제조(12개소)하는 업

소들이 해당되어 충남지역의 업소들이 대량으로 제조되고 사용되는 유독물

을 유통시키는걸 알 수 있어 대량으로 화학물질(유독물 포함)을 유통시키

는 지역인 낙동강관리청과 충남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우선선정 관리되

어져야 한다.

   다섯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화학물질 사용량 상위 

50위 물질중 유독물과 중복되는 11종의 사용량은 20,881천톤 이었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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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간 240톤이상인 경

우에만 유독물사용업 등록대상이 되어 법적으로 관리 및 보고되는 11종의 

유독물의 사용량은 8,506천톤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연간 240톤

이하로 사용하는 유독물사용업 업체에 있어서는 정부적 관리차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수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240톤이하로 유독물

을 사용하는 업체를 파악을 하여 유독물사용업 등록기준인 연간 240톤이상

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99년, 2000년 배출량보고대상물질 80종 중에서 6종(1,3-buta- 

diene, dichloromethane, N,N-dimethylformamide, thiourea, dinitro toluene, 

chlorothalonil)은 일본에서는 화심법(化審法)에 의해 지정화학물질로 관리

받고 있는 물질이며 dichloromethane는 전체 배출량(16,380천톤)중 

17%(2,789천톤)나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이 많을 경우와 양은 미비하더라도 그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사

전예방관리를 함에 있어 우선순위 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98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조, 

사용, 수입, 수출 상위 50위 물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sodium 

hydroxide, methyloxirane, nitric acid, phenol, diphosphours pentaoxide, 

methanol, MEK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유독물임에도 불구하고 '99∼2000년

에 TRI대상물질(80종)에 적용되지 않고 배출량이 조사되었지만, 2002년에 

조사될 2001년 TRI대상물질(160종)에는 이점이 일부 고려되어 적용된걸 

알 수 있었으나,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량대상물질이 확대되었을 경우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중 특히 유독물을 우선순위물질로 선정하여 관

리되어야 겠다. 특히,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styrene은 배출량대상물질

(80종, 160종) 및 안전성시험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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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제조량 34위, 사용량 32위, 수입량 21위인 1,2-Dichloroethane

는 일본의 경우 지정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유독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다. 위해성(유해성x노출)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우선순위물질로 선정되어 관리되어 사람에게 건

강의 위해를 주는 유독물이 환경중으로 배출되어 악 향을 일으키기 전에 

예방차원의 사전관리의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해성의 개념을 도입

하고 제도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여야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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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1년도 TRI 대상화학물질(160종)중 유독물 해당여부

번호 CAS No.
물       질 유독물

해당여부

유독물

번 호품    명  문 명

1 50-00-0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97-1-345

2 51-79-6 우레탄 Urethane

3 52-68-6
디메틸 (2,2,2-트리클로로-1- 히드록시에

틸)포스포네이트

Dimethyl (2,2,2-trichloro-1-hydroxy ethyl)

phosphonate
◎ 97-1-310

4 55-38-9 펜티온 Fenthion ◎ 97-1-341

5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 97-1-126

6 56-38-2 파라치온 Parathion ◎ 97-1-325

7 60-09-3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 97-1-447

8 62-53-3 아닐린 Aniline ◎ 97-1-156

9 62-56-6 티오우레아 Thiourea

10 62-73-7 디디브이피 DDVP ◎ 97-1-50

11 64-19-7 아세트산 Acetic acid

12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 97-1-407

13 67-56-1 메틸 알콜 Methyl alcohol ◎ 97-1-80

14 67-63-0 2-프로판올 2-propanol

15 67-66-3 클로르포름 Chloroform ◎ 97-1-281

16 68-12-2 N.N-디메틸포름아미드 N,N-Dimethylformamide

17 71-43-2 벤젠 Benzene ◎ 97-1-99

18 71-55-6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19 74-83-9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 97-1-113

20 74-85-1 에틸렌 Ethylene

21 74-86-2 아세틸렌 Acetylene

22 74-87-3 염화메틸 Methyl chloride ◎ 97-1-201

23 75-00-3 염화에틸 Ethyl chloride ◎ 97-1-205

24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 2001-1-519

25 75-07-0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26 75-09-2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27 75-15-0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 97-1-239

28 75-21-8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 2001-1-520

29 75-44-5 포스겐 Phosgene ◎ 97-1-349

30 75-56-9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 97-1-129

31 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 97-1-402

32 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 97-1-406

33 78-93-3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 97-1-81

34 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97-1-309

35 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 97-1-171

36 79-11-8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 97-1-278

37 81-07-2 1,2-벤조티아졸-3-(2H)-온 1,1-디옥사이드 1,2-Benzothiazol-3(2H)-one 1,1-dioxide

38 85-68-7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utylbenzyl phthalate 98-2-1

39 88-73-3 1-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 99-1-491

40 91-94-1 3,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41 95-48-7 o-크레졸 o-Cresol ◎ 97-1-268

42 95-53-4 o-톨루이딘 o-Toluidine ◎ 97-1-300

43 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 97-1-299

44 98-00-0 2-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 99-1-492

45 98-01-1 푸르푸랄 Furfural ◎ 97-1-359

46 98-07-7 (트리클로로메틸)벤젠 (Trichloromethyl)benzene

47 98-95-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 97-1-12

48 99-99-0 4-니트로톨루엔 4-Nitrotoluene ◎ 99-1-500

49 100-41-4 에틸벤젠 Ethylbenzene

50 100-42-5 스티렌 Styrene

51 101-14-4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3,3'-Dichloro-4,4'-diaminodiphenyl 

methane
◎ 98-1-479

52 101-68-8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4,4'-diisocyanate ◎ 97-1-423

53 101-77-9 4,4'-메틸렌디아닐린 4,4'-Methylenedianiline

54 103-23-1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Di(2-ethylhexyl) adipate

55 106-46-7 1,4-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56 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 9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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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6-93-4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 97-1-418
99-4-52

58 106-97-8 부탄 Butane

59 106-98-9 1-부텐 1-Butene

60 106-99-0 1,3-부타디엔 1,3-Butadiene

61 107-02-8 아크롤레인 Acrolein ◎ 97-1-168

62 107-06-2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 2001-1-518

63 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 97-1-170

64 107-18-6 알릴 알콜 Allyl alcohol ◎ 97-1-182

65 107-19-7 2-프로핀-1-올 2-Propyn-1-ol ◎ 97-1-466

66 108-05-4 아세트산 비닐 Vinyl acetate

67 108-39-4 m-크레졸 m-Cresol ◎ 97-1-268

68 108-88-3 톨루엔 Toluene ◎ 97-1-298

69 108-91-8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 97-1-148

70 108-95-2 페놀 Phenol ◎ 97-1-332

71 109-86-4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72 109-89-7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73 110-54-3 n-헥산 n-Hexane

74 110-80-5 1-에톡시에탄올 2-Ethoxyethanol

75 110-82-7 시클로헥산 Cyclohexane

76 111-15-9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77 112-02-7 염화 N-헥사데실트리메틸 암모늄 N-Hex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78 115-07-1 프로필렌 Propylene

79 115-29-7 엔도술판 Endosulfan ◎ 97-1-193
99-4-21

80 117-81-7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관찰물질 98-2-2

81 121-75-5 말라티온 Malathion ◎ 97-1-63

82 122-14-5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 97-1-333

83 122-19-0 염화벤질디메틸-옥타데실 암모늄 Benzyldimethyl-octadecyl ammonium chloride ◎ 99-1-493

84 123-91-1 1,4-디옥산 1,4-Dioxane

85 124-40-3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86 126-98-7 메타아크릴로니트릴 Methacrylonitrile ◎ 97-1-73

87 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97-1-297

88 128-37-0 2,6-디-tert-부틸-4-히드록시톨루엔 2,6-Di-tert-butyl-4-hydroxytoluene

89 133-06-2 켑탄 Captan ◎ 97-1-261

90 133-07-3 폴펫 Folpet ◎ 97-1-357

91 133-59-5 염화 o-톨루엔술폰산 o-Toluenesulfonyl chloride ◎ 97-1-207

92 140-88-5 아크릴산 에틸 Ethyl acrylate

93 141-78-6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 97-1-161

94 300-76-5 날레드 Naled ◎ 97-1-8

95 301-12-2 옥시디메톤-메틸 Oxydemeton-methyl ◎ 97-1-216

96 302-01-2 히드라진 Hydrazine

97 333-41-5 디아지논 Diazinon ◎ 97-1-14

98 553-26-4 4,4'-디피리딜 4,4'-Dipyridyl ◎ 97-1-430

99 584-84-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2,4-diisocyanate

100 624-92-0 이황화 메틸 Methyl disulfide

101 630-08-0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102 822-06-0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 97-1-46

103 1163-19-5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Decabromodiphenyl oxide

104 1300-71-6 크실레놀 Xylenol ◎ 97-1-274

105 1310-58-3 수산화 칼륨 Potassium hydroxide ◎ 97-1-137

106 1310-73-2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 97-1-136

107 1314-56-3 오산화 인 Phosphorus pentoxide ◎ 97-1-212

108 1319-77-3 크레졸 Cresol ◎ 97-1-268

109 1330-20-7 크실렌 Xylene ◎ 97-1-275

110 1332-21-4 석면 Asb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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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634-04-4 메틸 tert-부틸 에테르 Methyl tert-butyl ether

112 1897-45-6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 97-1-279

113 1910-42-5 파라콰트 염류 Paraquat salt ◎
97-1-323

99-4-35

114 1937-37-7 직접염료 블랙 38 C.I. direct black 38

115 2921-88-2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 97-1-290

116 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 97-1-45

117 7439-96-5 망간 및 그 화합물 Manganese & its compounds

118 7439-97-6 수은 및 그 화합물 Mercury & its compounds ◎ 97-1-140

119 7440-02-0 니켈 및 그 화합물 Nickel & its compounds

120 7440-36-0 안티몬 및 그 화합물 Antimony & its compounds ◎ 97-1-176

121 7440-38-2 비소 및 그 화합물 Arsenic & its compounds ◎ 97-1-119

122 7637-07-2 트리플루오로보란 Trifluoroborane ◎ 97-1-313

123 7647-01-0 염화수소 Hydrochloric acid ◎ 97-1-203

124 7664-39-3 플루오르화 수소 Hydrofluoric acid ◎ 97-1-382

125 7664-41-7 암모니아 Ammonia ◎ 97-1-184

126 7664-93-9 황산 Sulfuric acid ◎ 97-1-405

127 7697-37-2 질산 Nitric acid ◎ 97-1-246

128 7704-34-9 황 및 그 염류 Sufur and its salts

129 7719-09-7 염화 티오닐 Thionyl chloride ◎ 97-1-208

130 7719-12-2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 97-1-132

131 7722-84-1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 97-1-2

132 7723-14-0 인 Phosphorus

133 7726-95-6 브롬 Bromine ◎ 97-1-111

134 7758-19-2 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ite ◎ 97-1-163

135 7782-49-2셀레늄 및 그 화합물 Selenium and its compounds ◎ 97-1-134

136 7782-50-5 염소 Chlorine

137 7783-06-4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38 7790-94-5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 97-1-277

139 7803-51-2포스핀 Phosphine ◎ 97-1-356

140 8001-58-9 크레오소트 Creosote

141 8014-95-7 발연 황산 Fuming sulfuric acid ◎ 97-1-96

142 10025-87-3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 ◎ 97-1-218

143 10034-85-2요오드화 수소 Hydrogen iodide ◎ 97-1-221

144 10035-10-6 브롬화 수소 Hydrogen bromide ◎ 97-1-114

145 13194-48-4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 97-1-189

146 16961-83-4 플루오로규산 Fluorosilicic acid ◎ 97-1-376

147 17109-49-8 에디펜포스 Edifenphos ◎ 97-1-185

148 17804-35-2베노 Benomyl

149 23564-05-8
1,2-비스[3-(메톡시카르보닐)-2-티오우

레이도]벤젠

1, 2-B i s [ 3 - (m e t h ox y c a r b o n y l ) - 2- 

thioureido]benzene

150 25321-14-6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151 30560-19-1아세페이트 Acephate

152 52645-53-1퍼메트린 Permethrin ◎ 99-1-499

153 68085-85-8 싸이할로트린 Cyhalothrin

154 - 구리 화합물 Copper compounds

155 - 납 화합물 Lead compounds ◎ 97-1-9

156 - 시안화합물 Cyanide compounds ◎ 97-1-90

157 - 아연 화합물 Zinc compounds ◎ 97-1-91

158 - 주석 화합물 Tin compounds ◎ 97-1-93

159 - 카드뮴 화합물 Cadmium compounds ◎ 97-1-250

160 - 크롬 화합물 Chromium cou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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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각국의 PRTR제도이행상황

국가
시작
년도

환경

매체1
보고의 

강제성2
대상

물질수
이동량3

비점

오염원3
보고

주기

정보

공개4

호주 1998 A,W,L ○ 90 × ○ 매년 ●

오스트리아 미실시

벨기에
1993 Air ○ 63 - ○ 매년 ○

1993 Water ○ 162 ○ × 매년 ○

캐나다 1993 A,W,L ○ 245 ○ ○ 매년 ●

체코 - A,W,L ○ - ○ × - ○

덴마크 1989 Water ○ 300 ○ × 매년 ●

핀란드 1988 A,W,L ○ 50 × × 매년 ○

헝가리 - A,W,L ○ 200-250 ○ × - ×

아일랜드 1995 A,W,L ○ - ○ × 매년 ●

이탈리아 1995 Land ○ - ○ × 매년 ●

일본 2001 A,W,L ○ 354 ○ ○ 매년 ○

한국 1999 A,W,L ○ 160 ○ × 매년 ○

멕시코 1997 A,W,L △ 191 ○ ○ 매년 ○

네덜란드 1976 A,W,L ○ 180 ○ ○ 매년 ●

노르웨이 1992 A,W,L ○ 250 ○ ○ 매년 ○

슬로바키아 1998 A,W △ 200 ○ ○ 매년 ●

스웨덴 - A,W,L ○ - - - - -

스위스 2001 A,W × 50 - - - -

국 1991 A,W,L ○ 183 × ○ 매년 ●

미국 1987 A,W,L ○ 643 ○ × 매년 ●

 주)  1. A=대기, W=수계, L=토양   2. ○=강제적, △=절충형, ×=자발적

     3. ○=포함, ×=불포함   4. ●=직접공개방식, ○=간접공개방식,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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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chemical substance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spection 

on the hazard in case of new chemicals and through the safety test in 

case of existing chemicals. If the level of toxicity and hazard of those 

chemicals exceed the specific requirement, they are designated a toxic 

chemicals (type 525) and contro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designate and 

control chemicals according to their risk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on the Circulation Amount of Chemicals in Kore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98 and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types and amount of toxic chemicals from the “Toxic 

Release Inventory (type 80)" in 1999. For this, the following results are 

retrieved from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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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of the top 50 chemical substances circulated in Korea, some of 

them that are not designated as toxic chemicals are circulated in big 

volume. Considering this, the concept of risk (hazard x exposure) which 

defines the level of exposure with the consideration of potential hazard 

and purpose of use should be introduced in case of normal chemical 

substances in view of the effective chemical control. 

   Secondly,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on the amount 

of chemicals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more than 1,000 tons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Circulation Amount of Chemicals in Kore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98 and the data related to the annual 

toxic chemical report, chemicals manufactured and imported in big 

amount contain toxic materials, taking a considerable ratio although the 

number of types are not many. The toxic chemicals contained in the 

462 types of chemicals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more than 1,000 

tons, 67 types of them contained toxic materials. As a result, 13 types 

of chemicals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more than 1,000 tons out of 

160 types of toxic release inventory in 2001 are not included. Since they 

are circulated in big volume, the toxic release from those materials will 

be increased. Considering this, those 13 types of chemical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toxic release inventory in 2001, they should be listed in 

the toxic release inventory. 

   Thirdly,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on the 

Circulation Amount of Chemicals in Korea" in 1998 and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types and amount of toxic chemicals 

from the “Toxic Release Inventory" in 1998, top 50 chemicals tak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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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otal chemicals manufactured and 85.6% of total toxic chemicals 

manufactured,  50% of the total use of chemicals and 81% of the total 

use of toxic chemicals, 89.1% of the total import of chemicals imported 

and 74.9% of the total import of the toxic chemicals and 45.4% of the 

total export of chemicals and 89.8% of the total export of the toxic 

chemicals. This indicates that the chemicals circulated in big amount 

take the most of the portion. Considering that the amount of circulation 

of the chemicals for more than 100kg manufactured, used and handled 

cannot be all included during the investigation on the circulation amount 

of chemicals in Korea since the small-sized retailers will have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and the quality of the data from the 

investigation will be decreased, a proper investigation range should be 

set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Fourthly,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n the top 50 

materials circulated in big amount based on the region, Incheon has the 

biggest number of toxic chemical distributors (354 distributors)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of toxic chemicals distributors in 1998 

(according to the repor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owever, 

the result indicated that those under the Office of Nakdong-gang 

Environment Management are 335 distributors that manufacture and 

distribute chemicals (including toxic chemicals) in big volume. Of the 

total 613 chemicals distributors in Seoul which takes the highest portion 

of the chemicals distributors in Korea, about 92.6% (568 distributors) 

sell toxic chemicals that they have no specific relation to the amount of 

chemical distribution. In Choongchungnam-do province where there are 

92 chemicals distributors, most of them either use toxic chemical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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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ors) or manufacture 12 distributors), and the volume from them 

is considerable. Consdiering this, those two regions, Nakdong-gang and 

Choongchungnam-do province where big volume of toxic chemicals are 

manufactured or used, should be controlled effectively.

   Fifthly,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circulation 

amount of chemicals in Korea in 1998, the total amount of chemicals of 11 

types that overlap with top 50 kinds of toxic chemicals was 20,881,000.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chemical distributors whose annual use 

exceeds 240 tons are required to register as toxic chemicals users, and 

total amount of toxic chemicals of 11 types of chemicals is more than 

8,506,000 tons. This indicates that those use less than 140 tons of toxic 

chemicals are not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And considering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investigate those distributors using less than 240 tons 

and register them for proper management. 

   Sixthly, of the 80 types of chemicals subject to the toxic release 

inventory in 1999 and 2000, 6 of them (1,3-butadiene, dichloromethane, 

N,N-dimethylformamide, thiourea, dinitro toluene, chlorothalonil) are 

under government control in Japan as designated chemical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Dichloromethane takes more than 17% (2,789,000 tons) 

out of the total amount of release (16,380,000 tons). In Korea, chemicals 

whose degree of toxicity if high, they need to be designated as priority 

chemicals for effective management although the total amount of 

distribution and release is not considerable or if their amount is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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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on the amount of 

distribution, manufacturing, use, import and export of top 50 chemicals in 

1998, sodium hydroxide, methyloxirane, nitric acid, phenol, diphosphours 

pentaoxide, methanol and MEK are toxic chemicals distributed in big 

volume, but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TRI (80 types) during 1999∼2000 

although they are included in TRI 2001 (160 types). Considering this, toxic 

chemicals distributed in big volume need to be designated and controled as 

priority materials. In particular, styrene which is distributed in big volume 

is not designated as toxic chemicals after it is tested for TRI (80 types 

and 160 types) and safety. 1,2-Dichloroethane which takes 34th biggest 

volume of manufacturing, 32nd biggest volume of use and 21st biggest 

volume of import is a designated toxic chemical substance in Japan, while 

it is not designated so in Korea. Considering this, chemicals distributed in 

big volume need to be designated as prior materials for effective control so 

that they many not give harmful effect to the users and public. 

   As a conclusion, the concept of risk needs to be included in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so that a basis for the effective control for 

toxic chemicals may be prepared. 

Keyword : Toxic Chemical, Circulation Amount, Toxic Release Inventory, 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