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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m 15종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 살생물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 위해우려제품 15종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국내·외 신뢰성 있는 독성정보와
대체시험자료 수집을 통해 독성정보를 목록화함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종 독성값 및 목표 MOE 결정 원칙을 적용
하여 독성 자료가 수집된 185종에 대한 노출 경로별 최종 독성값 및 목표 MOE 결정

- 위해우려제품별 품목·제형·용도에 따라 15개 제품 품목에 대해 138개 유
형의 노출 유형을 구성하고, 각 품목의 제형・용도와 노출 경로를 고려하
여 총 368개의 개별 노출 시나리오를 구축함
: 노출시나리오는 세제류 148개(세정제 124개, 합성세제 11개, 표백제 6개, 섬유유연제 7
개), 코팅・접착제류 119개(광택코팅제 78개, 방청제 10개, 김서림 방지제 10개, 접착제
21개), 방향제류 24개(방향제 12개, 탈취제 12개), 염색・염료류 38개(물체탈염색제는 26
개, 문신용 염료 12개) 살생물제류 39개(소독제 20개, 방충제 15개, 방부제 4개)로 구성

- 위해우려제품 15품목의 제형과 용도를 고려한 노출알고리즘을 재구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 2017-55호)를 우선 적용하고, 국내 정보가 없는
경우 RIVM ConsExpo 또는 HERA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계수 정보를 인용
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허용함량(안)을 도출함

- 위해우려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185종에 대해 15품목의 제형・용도별 위해
평가 결과와 국내외 유사 제도를 고찰하여 안전·표시기준(안)을 제안하였음
: 국외 살생물물질 관리 제도와 국내 현행 위해우려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관리체계에 따라
분사형제품은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목록(Positive list) 및 최대함량기준(안)을 제시하였음
: 분사제형을 제외한 제형은 목표 MOE 달성을 위한 허용함량이 용해도 또는 제품함량보다
낮은 물질에 대해 안전·표시기준(안)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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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위해우려제품 확대 지정을 위한 공산품 4종(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
초) 위해성평가 및 안전․표시기준(안) 마련
- 공산품 4종에 대해 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국내 기업 제출 자료(실태조사
및 용도조사 결과를 활용) 및 국외 소비자제품 Database를 확인하여 제
품 내 함유 물질 성분 목록 작성
: 공산품 4종의 중복 제거한 평가대상 물질 수는 총 239종으로 확인함

- 공산품 4종에 대해 사용자의 노출행태를 분석하여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함.
설정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측정 및 설문조사,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노출
계수를 확인함
: 워셔액의 경우 보충, 분사 시 흡입 및 경피 노출에 대해 총 3가지 노출시나리오
개발. 부동액의 경우 교환 시 흡입 및 경피 노출에 대해 총 2가지 노출시나리오
개발. 습기제거제의 경우 교체비치 시 흡입 및 경피 노출에 대해 총 3가지 노출
시나리오 개발. 양초의 경우 사용, 비치 시 흡입 및 경피 노출에 대해 총 4가지
노출시나리오 개발

-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ConsExpo의 매뉴얼을 검토·분석하여 초기평가 및 상세평가 모형을 구축함
- 기존의 국내외 공산품 4종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노출평가 결과에 따른 신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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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방안 제시마련
-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형・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구성에 의한 상세 위해 평가를 수행하였음
: 노출시나리오는 제품의 제형, 수용체, 노출경로에 따라 총 47개 시나리오로
구성함. 눈 스프레이 9개, 칫솔살균제 16개, 도장잉크 6개, 가정용·차량용
매트 2개, 벌레기피제(썸머패치) 9개로 구성됨
: 경로별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알고리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ConsExpo의 매뉴얼을 검토·
분석하여 모형을 구축함
: 설정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제품 측정, 사용자 설문조사(각 품목별 사용자 100
명), 문헌검색 등을 활용하여 노출계수를 확정함
: 함유 성분에 대한 독성 정보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에서 합의된 최
종 독성값 및 목표 MOE 결정 원칙을 적용하여 독성 자료 수집 및 노출 경로별
최종 독성값 및 목표 MOE 결정
: 제품 내 함량 100%를 가정한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 목표 MOE 충족을 위
한 허용함량이 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함량 측정
에 의한 상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5개 품목의 상세 위해성평가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관리 필요
성 및 신규 안전・표시기준(안)을 제안함
: 상세 위해성 평가 결과, 제품 중 검출 함량에 의한 위해도가 목표 MOE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허용함량이 1% 미만으로 제시되는 물질, 국외 제품 규제
물질 함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의 관리 필요성 검토함
: 상세 평가 품목 중 제품 중 유해성분 규격 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은 눈
스프레이,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벌레기피제(썸머패치)의 4개임
: 제품 관리가 필요한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안)으로 눈 스프레이 3종, 칫솔살균
제 2종과 공통표시문구 1건, 가정용・차량용 매트 11종, 벌레기피제(썸머패
치) 3종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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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 인체 위해우려수준, 시정점유율 및 국·내외 관련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우선관리품목 제안
: 국내·외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제 현황, 국내 타법 규제 대상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및 관리 필요성 검토 결과, 눈 스프레이,
칫솔살균제, 벌레기피제(썸머패치)의 3개 품목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제안
: 가정용/차량용 매트 사용 시 바닥 먼지 섭취 연령인 영유아의 잠재적 위해가
우려되나, 고형 완제품이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산자원부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평가됨

m 신규 위해우려제품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안전기준, 사용제한, 표시사항 등
적용범위 제안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로
제안한 3개 품목의 적용범위, 종류, 안전기준, 검사방법, 표시사항 에 대한
내용을 최종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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