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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 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안전관리방안 검토 필요

연구 내용
❍ 평가대상 함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정보 등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항균처리된 공기청정필터의 처리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처리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안) 마련
❍ 공산품․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 화학물질 노출 우려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작성

세부 연구 내용 및 결과
1. 평가대상 함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정보 등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재질 및 기능성분별 국내외 관리현황 분석
❍ 국내 관리현황
- 본 연구의 대상제품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되고 있음. 관련법상 생활용품의 경우 노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전기용품의 경우 각 제품별로 성능에 대한
기준이 주를 이룸
- 일부 대상제품(섬유제품, 가죽제품, 바닥재, 벽지)의 경우, 일부 단체 표준(환경
표지인증, 친환경건축자재 인증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국외 관리현황
- 생활용품의 경우 Oeko-tex Standard 100, BlueSign과 같은 자발적 인증 등에서
노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전기
용품의 경우 마찬가지로 IEC 등의 규격에 따라 제품별로 성능에 대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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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며, 유럽의 경우 EU Directive 2011/65/EU 에 의거 4대 중금속(Pb, Cd,
Cr(VI), Hg) 및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그리고 2019년부터 4개의 프탈레이
트계 가소제(DEHP, DBP, BBP, DIBP) 등의 화학물질이 관리되고 있음

나. 함유가능물질 목록에 대한 DB 구축
- 상기에 파악된 함유가능물질 목록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리화학적 특성,
경로별 독성 정보, 사용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제시하였음
❍ 물리화학적 특성 DB
- 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는 EU ECHA의 화학물질 DB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와 US EPA의 EPI suite 또는
Chemistry Dashboard를 이용하여 관련정보를 파악하였음

<함유가능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항목>
화학물질 물리화학적 정보
phsicas state

meltind point

Boiling point

Density

Vapor pressure

Partition coefficient

Water solubility

Solubility in organic solvent

Surface tension

Flash point

Auto flammability

Flammability

Explosiveness

Oxidising properties

Viscosity

pH

❍ 경로별 독성 DB
- 독성 DB는 EU ECHA의 화학물질 DB, US EPA의 IRIS, OECD IPCS, HSDB 등 다양
한 국외 독성 DB로부터 경로별(경구, 피부, 흡입)에 대한 비발암 및 발암 독성
정보를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2. 항균처리된 공기청정필터의 처리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처리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안) 마련
- 안전기준(안)은 제품 사용 전후의 필터에서 제거된 양(소모량)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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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에 처리된 물질은 워낙 극미의 위해가능성(risk)이어서 뚜렷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크기와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 그러나,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방치하는 것도 현명한 방편은 아닐 것임.
따라서, 동 기준(안)은 정책결정자와 일반대중이 유해영향을 예측하고 위해가능
성(risk)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하지, 급
박한 위험에 대한 절대적 판단의 지표로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본 연구의 필터 안전기준(안) 도출 결과>
물질명

CAS

Titanium dioxide
Silicon dioxide
Copper
Zinc Oxide
Zinc pyrithion
1,2-Benzisothiazol-3(2H)-one (BIT)
3-Iodo-2-propynylbutylcarbamate (IPBC)
Carbendazim
Silver nitrate

13463-67-7
7631-86-9
7440-50-8
1314-13-2
13463-41-7
2634-33-5
55406-53-6
10605-21-7
7761-88-8

소모량 (㎎)
(MOE 250)

1047
42
73
52
73
1571
121
10472
14

3. 공산품․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 우선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가지 제품(실내용 바닥재, 벽지 및 종
이장판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소파 및 가죽카시트, 양탄자)을 대상으로 안전
기준(안)을 제안하였음

<경구 및 피부접촉 경로 안전기준(안)>
경로
경구
(함량)
경피
(전이량)

제품군

NCIS

CAS no.

모든 제품

Aluminium hydroxide
Silver nitrate
Zinc borate 2335

021645-51-2
7761-88-8
138265-88-0

실내용 바닥재

Calcium carbonate

471-34-1

가정용 섬유제품

Calcium carbonate

4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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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안)
MOE<100

MOE<1000

64%
0.03%
0.1%
4.E-03
㎎/㎠/min

6%
0.003%
1%
4.E-04
㎎/㎠/min

3.E-04
㎎/㎠/min

3.E-05
㎎/㎠/min

4. 화학물질 노출 우려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작성
가. 제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지침 마련
- 제품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지침은 본 연구에서 평가된 필터 및 5종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된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및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단계별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음
-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관련 위해성평가 지침과 연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하였음

나. 경피 전이량 분석법 마련
- 전이량 안전기준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전이량 분석법에 대한 SOP가 함께 제시
될 필요가 있음
- 전이량은 일정한 시간동안 제품으로부터 용출된 물질의 무게, 전이율은 제품으
로부터 용출된 물질의 시간당 무게 비를 의미
- 현재 전이량 분석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린이용품의 유기 및 무기물질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지침에서의 전이량은 시간과 비례하
여 노출 시간이 증가할수록 전이량도 증가하는 방식임. 하지만 실제 전이되는
양은 포화되는 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에 따른 전이량을 측정하고
시간을 고려한 전이량 SOP를 제공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전이량 측정법은 다음과 같음

(1) 인공피부 샘플러는 화학물질의 내부 확산계수가 큰 실리콘(Polydimethylsiloxane;
PDMS)을 이용
(2) 내부 확산 계수가 큰 샘플러재질을 사용하여 프탈레이트가 바닥재로부터 확산되어
인공피부 샘플러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샘플러 내부에서의 물질이동저항을 최소화
(3) 인공피부 샘플러는 실험에 사용 전 1 ㎝ × 4 ㎝ × 0.033 ㎝ 크기로 잘라
n-hexane에 24시간 동안 담가 세척하고 실험에 사용할 시에는 n-hexane을 충분
히 증발시킨 후 사용
(4) 바닥재 시료를 접촉면이 1 ㎝ × 4 ㎝가 되도록 잘라 인공피부 샘플러를 직접
접촉 시킨 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제품 사용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배양기에
5000 N/㎡의 압력으로 밀착 시킨 후 유지
(5) 시간에 따라 인공피부 샘플러를 분리하여 4 mL의 n-haxane으로 24 시간 동안
진탕배양기 25 °C, 150 rpm 조건으로 추출
(6) 추출한 n-hexane을 GC-MS를 이용해 분석하여 전이된 프탈레이트의 양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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