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국내외 화학물질/제품/사업장 안전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 및 지원사업 설명회(울산/남부권)

- 공급망 단위 화학물질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울산지역본부 -

< 사업장 화학안전규제 강화 동향 >

□ 목적

ㅇ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출하제품 안전규제, 사업장 화학안전
규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 솔루션을 제시

ㅇ 사업장 화학안전 전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을 소개·홍보하여 사업 참여 촉진

* 사업장 화학안전 규제 준수, 관련 규제 진단·이행 지원 솔루션 보급·활용지원을
통해 화학물질 공급망 단위의 전사관리체계 구축 지원

□ 개요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울산지역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영남사무소)

ㅇ 일시 : ‘19년 4월 11일(목), 13:00~18:00

ㅇ 장소 :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강당 [별첨 참조]
※ 주차비용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19.1.1시행)
 -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대폭 확대 (기존) 510종 → (신규) 최대 약 7,000종
 - 연간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19.6月까지 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 등록 필요
  * 1,000톤 이상 '21.12.31, 100톤～1,000톤 '24.12.31, 10～100톤 '27.12.31, 1～10톤 '30.12.31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경과조치 종료
 - ‘19년부터 유해화학물질(약 900종)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 제출 필요
 - ‘19년까지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기존*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영업자는 영업허가를 득해야 함
  * ‘15년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취급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자가 제조·수입자로 변경되었고,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MSDS를 

양도·제공받는 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게도 제출 의무화(‘21.1.16시행)
 - 특별관리물질 확대(20종 추가되어 총36종)로 해당 물질 취급시 추가되는 조치사항(취급일지 작성, 

취급자에 대한 유해성 정보 고지 의무, 보호구 관리 등)을 숙지하여 대응 필요(‘17.3.3시행)



□ 주요 내용

ㅇ 국내외 화학물질/제품규제 및 국내 사업장 화학안전규제 정보 소개

- 해외 주요 화학물질/제품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내용

* EU REACH, RoHS, 미국 CPSIA, CPSA 등

- 국내 주요 5대 사업장 화학안전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내용

*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안법(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안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 사업장 현장기술 혁신을 위한 친환경재료공정 기술 소개

ㅇ 정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소개

- 사업장 화학안전 전사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 지원사업 참여절차 및 방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솔루션* 시연

* 사업장 화학안전 규제대응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시스템(SiSa-CMS)

□ 프로그램(안)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13:00 ~ 13:05
(5분)

인사말 및 행사 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세션 I : 해외 화학물질/제품규제 및 국내 사업장 화학안전규제 주요내용

13:05 ~ 13:35
(30분)

해외 화학물질/제품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내용
- EU REACH, RoHS, 미국 CPSIA, CPSA 등 -

KOTITI시험연구원

13:35 ~ 16:05
(150분)

국내 사업장 화학안전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내용

  - 화평법/화관법(60분)
  - 산안법/위안법/고안법(90분)

KOTITI시험연구원
호서대학교

세션 II : 사업장 현장기술 혁신을 위한 친환경재료공정 기술 소개

16:05 ~ 17:15
(70분)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세션 III : 정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17:15 ~ 17:30
(15분)

사업장 화학안전 전사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개요
- 추진계획, 주요내용 및 참여절차·방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7:30 ~ 18:00
(30분)

화학물질 안전관리 솔루션 시연
- 사업장 화학안전 규제대응 화학물질 전주기관리 시스템 -

㈜케이에스엔에스

18:00 ~ 질의응답 전체

* 프로그램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신청방법

ㅇ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김선욱 연구원(TEL 02-2183-153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박강민 행정원(TEL 052-980-666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영남사무소 홍명기 선임과장(TEL 051-642-2953)

ㅇ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 www.compass.or.kr 접속→공지사항(610번 공지) 클릭→하단의 신청하기



(별첨) 장소 안내(울산/남부권 설명회)

ㅇ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강당(2층)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학남리)

- TEL : 052-219-8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