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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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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1)은 화학물질

의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최근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문제가 발생하며,2) 화학물질 

이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며 편리함을 주는 물질이지만, 일단 그 유해성이 

발견이 되면 피해 규모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7년 EU를 시작으로 EU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기 위한 REACH제도 시행 이후, 각국은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

한 관리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1979년 전국인민대회에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 人

民共和 境保 法)’을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 제정된 대기, 수질, 해양, 고체폐기물, 

환경소음 등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기본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다.3) 이 중 특히 화학물질

과 관련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 人民共和 境保 法)’ 이외에 ‘해

양환경보호법(海洋 境保 法)’(1982年制定, 1999年修 ), ‘대기오염방지법(大 染

防治法)’(1987年制定, 2000年修 ), ‘환경영향평가법( 境影 价法)’(2002年制定), ‘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固 物 染 境防治法)’(1995年制定, 2004年修 ), ‘물

오염방지법(水 染防治法)’(1984年制定, 2008年修 ), ‘청결생산촉진법( 生 促

1) 2011년 4월부터 중증폐렴으로 입원하는 임산부 환자가 증가하고,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그해 8월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사건’으로 처음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를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살균제의 화학물질이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2015년 집계된 피해
사례는 총 1528명에 이른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분명해지는 가습기 살인, 전면조사해야”, 경향신
문 기사, 2016.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035025&code=990101>).

2)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원료물질로 지목되었던 CMIT와 MIT는 주로 방부제, 보존제로 쓰이며 신체 안으로 들어
가면 폐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CMIT/MIT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 150여개
의 치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환불 및 판매금지 신청 등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지
속되고 있다(“클리오 등 149개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서울경제 기사, 2016. 9. 30, <http://www.sedaily.
com/NewsView/1L1MCA25HK>). 

3) 星, “中 化 品 境理 的完善方向”, 「南京工 大 」, 第12卷 第2期, 2013年,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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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002年制定, 2012修 ) 등의 법률과 함께 국무원에서 공포된 ‘화학품감독관리조례

( 控化 品管理 例)’(1995年制定), ‘준하천수질오염방지잠행조례(淮河流域水 染防

治 行 例)’(1995年制定), ‘농약관리조례( 管理 例)’(1997年制定, 2001年修 ), ‘

유독물품사용작업장소노동보호조례(使用有毒物品作 所 保 例)’(2002年制

定), ‘동물약품관리조례( 管理 例)’(2004年制定), ‘위험폐기물경영허가증관리방법

(危 物 可 管理 法)’(2004年制定)과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危 化 品

安全管理 例)’(2002年制定, 2011年修 )등의 행정법규가 있다. 또한 국무원 환경보호

부에서 공포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新化 物 境管理 法)’(2003年制定, 2010

年修 )과 최근 제정된 ‘위험화학품등기관리방법(危 化 品登 管理 法)’(2012年制

定), ‘위험화학품경영허가증관리방법(危 化 品 可 管理 法’(2012年制定) 등

이 화학품환경관리 부문 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4) 이처럼 중국은 각 화학물질의 용도에 

따라 관련법규를 구분지어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최초규정은 2002년 제정된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危 化 品安全管理 列)’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방면으로서는 타국에 비해 조금 늦

은 편이다. 하지만 이후 중국 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신규로 진입하는 화학물질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03년 10월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新化 物

境管理 法; 이하 ‘신화법’이라 칭함)’을 발표하고, 1년 후인 2004년 10월 ‘신화학물질

신고지남(新化 物 申 指南)’을 발표함과 동시에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을 개시

하였다. 

‘신화법’은 2003년 10월 환경보호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서 신규화학물질의 환경

4) 강문경·배정생, “중국 신규화학물질 관리법제 현황 및 우리의 화학물질관리서비스 도입 방안”, 「서울법학」 
제22권 제1호, 201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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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을 통제하고, 공중보건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2010년 중국 내 신규화학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 후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0년 ‘신화법’은 EU REACH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률로서, 중

국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을 신규화

학물질로 규정하고 관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에 신고 및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제조 및 수입, 가공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5) 

동 법은 총 제6장 제52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총칙(제1장), 신고절차(제2장), 

등록관리(제3장), 이행관리(제4장), 법적 책임(제5장), 부칙(제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구성 체계

목 차(한글) 目 (중국어) 조 문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절차

제3장 등록관리

제4장 이행관리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 칙

第一章 　

第二章 申 程序　

第三章 登 管理

第四章 踪控制　

第五章 法律 任

第六章 附　　

제1조~제8조

제9조~제19조

제20조~제28조

제29조~제42조

제43조~제49조

제50조~제52조

(1) 용어의 정의 및 분류 

동 법에서는 일컫는 신규화학물질은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

학물질을 가리키며,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은 환경제정부에서 제정, 개정 및 공포한

다.6) 화학품 위해성의 확인과 분류표준에 근거하여 신규화학물질은 일반신규화학물

5) ‘신화법’ 제5조. 

6)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은 중국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zhb.gov.cn/gkml/hbb/bgg/ 
201301/t20130131_2458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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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7)과 위험신규화학물질8)로 나뉜다. 특히 위험신규화학물질 중에서 잔류성, 생물축적

성, 생태환경과 인체건강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고위험신규화학물질에 속한다.9)

(2) 적용범위

동 법의 적용범위는 중국 내 신규화학물질의 연구·생산·수입 및 가공활동과 의

약·농약·동물의약품( )·화장품·식품·식품첨가제·사료첨가제의 원료 및 중

간제가 신규화학물질과 관련될 경우10) 본 관리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그

리고 2016년 3월 중국 환경부에서 발표된 중국 “신규화학물질신고지남” 개정안에 의

하면 ‘신화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그 대상이 추가되었다. ① 타법률 규제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타 다른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화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무를 

적용할 것, ② 화학 처리를 거쳐 화학구조가 변화된 천연발생 생물학적 물질, ③ 신규화

학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 및 

인체에 노출된 우려가 있는 신규화학물질, ④ 표면 처리제 및 첨가물의 반응생성물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 등이다.12)

(3) 신고 및 등록

일반신고는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동 법에서 지정

하는 서류와 함께 환경보호부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일반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7) 일반신규화학물질이란 위해성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위해성이 국가화학물질 위해성 확인 및 분류와 관련된 기
준치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신화법’ 부칙 제50조 1항). 

8) 위험신규화학물질이란 물리화학적으로 인체건강 및 환경에 위해성이 있거나 국가화학물질 위해성 확인 및 분
류와 관련된 기준치를 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신화법’ 부칙 제50조 2항).

9) ‘신화법’ 제3조.

10) 의약품, 농약, 동물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제와 사료첨가제의 관리는 관련 법률과 법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화법’ 제2조).

11) ‘신화법’ 제2조.

12) 임사라·배하나,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침서 개정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11-16-003, 2016.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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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화학물질 보통신고서 : 화학제품분류, 경고표지와 안전사

용 지침 등 국가 유관 표준에 따른 분류, 표지와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 ② 위험평가보

고서는 신고물질의 위해평가, 노출시나리오평가와 위험통제조치 및 환경위험과 건강

위험평가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다. ③ 물리화학적특성, 독성 및 생태독성의 시험보고

서와 시험기관의 품질보증서 : 생태독성의 시험보고서는 중국 역내에서 제공되는 생

물로 중국 역내에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13) 

한편, 동법에서는 보통신고의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수량을 총 4등급으로 나누

어 신고수량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 및 등록지침

에 따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신고에서 신고수량에 따

라 나누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1급 : 1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10톤, ② 2급 : 

10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100톤, ③ 3급 : 100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1000

톤, ④ 4급 : 1000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14) 

보통신고의 등록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보통신고 등록절차

보통신고

서류제출

<신고자>

환경보호부

전문가 검토위원회에

서류제출

(5일 이내)

<등록센터>

검토의견

제출

(60일 이내)

<검토위원회>

등록여부

결정

(15일 이내)

<환경보호부>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간이신고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자는 동 법에서 지

정하는 서류와 함께 환경보호부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간이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신화법’ 제10조. 

14) ‘신화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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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화학물질 간이신고서, ② 생태독성의 시험보고서는 중

국 역내에서 제공되는 생물로 중국 역내에서 시험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15) 또한 제

조 혹은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이 다음 특수상황에 해당될 경우 간이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중간제 또는 오직 수출 만하는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

만인 신규화학물질, ②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0.1톤 이상이고 1톤 미만인 연구개발

을 위한 신규화학물질, ③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의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와 낮은 

우려의 고분자, ④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톤 미만이고, 기한이 2년 이하인 공예연

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간이신고서와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것

을 증명하는 자료를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16)

 간이신고의 등록절차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간이신고 등록절차

출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연구개발신고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0.1톤 미만인 자는 동 법

에서 지정하는 서류와 함께 환경보호부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연구개발신고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연구개

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화학물질, ② 중국 역내에서 중국에서 제공하는 생물로 신규

15) ‘신화법’ 제12조.

16) ‘신화법’ 제13조. 

간이신고

서류제출

<신고자>

검토의견

제출

(5일 이내)

<등록센터>

등록여부

결정

(15일 이내)

<환경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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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화법’ 제14조.

18) ‘신화법’ 제31조. 

19) ‘신화법’ 제32조.

연구개발

신고서 제출

<신고자>

환경보호부에

제출(매월)

<등록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환경보호부>

화학물질의 생태 독성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시험샘플.17)

연구개발신고의 등록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개발신고 등록절차

출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4) 관 리

동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위험 등급별로 관리 의무가 달라진다. 

일반신고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예방교육의 시행, 신규화

학물질의 제조 또는 가공, 사용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호

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8) 

고위험물질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겉포장 등 눈에 잘 띄이는 곳에 고위험물질 표지

를 붙여야 한다. 또한 고위험물질 운송 시에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적절한 사고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물질 폐기 시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19) 

연구개발목적물질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당해 화학물질의 연구 및 개발활동에 관련

된 행동은 전문가의 관리아래 전문 시설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용 목적

으로 제조 및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은 연구개발 이외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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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화학물질의 폐기 또한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20) 

중국이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신화법’은 2003년 공포 이후, 2010년 제1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신화법’의 운용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 법에서는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보통신고의 대상이면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① 한 기업이 유사한 분자구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와 

유사한 시험자료의 여러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원할 경우 계열신고를 할 수 있다.21) 

②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전후로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고, 후자가 전자의 동의

를 거친 후 전자의 시험자료를 사용하면 신규화학물질의 중복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시험비용의 분담은 신청인들이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22) ③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전후

로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고, 후자가 전자의 동의를 거친 후 전자의 시험자료

를 사용하면 신규화학물질의 중복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시험비용의 분담은 신청인들

이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23)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위의 제도를 활용한다면 중국에 신규화학물질을 신고 및 등록

하는데 있어 절차의 간편함과 비용 절감면에 있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 ‘신화법’ 제34조.

21) ‘신화법’ 제15조 1항.

22) ‘신화법’ 제15조 2항.

23) ‘신화법’ 제1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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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화법’ 제16조. 

25) ‘신화법’ 제19조.

동 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중국 역내에서 등록된 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가 처음이 아닐 경우 최근 3년 동안 동 법규를 

위반함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4) 따라서 중국에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중국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전반에 걸친 과정을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동 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을 위해 시험자료를 제공하는 중국 역내의 

시험기관은 환경보호부에서 공고한 화학물질 시험기관 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동 기관은 환경보호부의 감독과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역내

의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화학물질시험지침과 화학물질시험 

우수시험실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생태독성시험을 진행

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생태독성시험을 하고 시험데이터를 제출한 

해외 시험기관은 해당 국가의 주무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GLP인증을 받아야 한

다.25) 따라서 해당 기업은 신규화학물질 시험기관이 중국 정부에서 인증한 시험기관인

지를 필히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은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화학물질 최대 생산 및 소비국 중 하나이

다. 특히 다음 <표 2>, <표 3>을 보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수출 및 수입이 꾸준히 증가

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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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국 화학물질 수출 비중 연도별 현황

1980 1990 2000 2012

EU ㅡ ㅡ 53.9% 48.1

미 국 14.8 13.3 13.7 10.6

중 국 0.8 1.3 2.1 5.8

스위스 4.0 4.7 3.7 4.3

일 본 4.7 5.3 6.0 4.0

출처: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참고, 저자정리

<표 3> 각국 화학물질 수입 비중 연도별 현황

1980 1990 2000 2012

EU ㅡ ㅡ 43.7% 39.9

미 국 6.2 7.7 12.2 10.0

중 국 2.0 2.2 4.9 9.0

일 본 4.1 5.0 4.2 3.7

한 국 1.3 2.4 2.2 2.4

출처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참고, 저자정리

현재 한국의 제1무역 상대국은 중국인바, 한국의 나라별 화학제품 수출에서 있어서 

對중국으로의 수출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

제도는 한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은 중국

의 화학물질 관련된 법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2016년 3월 중국 환

경부는 신규화학물질 환경방법 신고지남에 대한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다고 밝

혔다. 동 개정안은 2016년 11월 시행 예정이며, 중국이 그간 ‘신화법’ 운용에 있어 논

란이 되었던 사안과 화학물질 신고 시 요구되는 자료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26)

한편 서론에서 언급한 국내 화학물질과 관련된 2건의 사고 이외에도 현재 세계 각국

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관련 법규 마련 및 제도 정비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하여 각국의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을 포함한 한국의 화학물질 주요 수출국인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관련 제도 분석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中 新 物 申 等 指南 》 , 「 市 信息」, 2014. 27，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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