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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

물질 안전문제는 제품, 식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관할 부처들도 다양했지만, 이들

지난 2017년 8월 이후 생활환경 화학물질이 우
리 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로 다시 한 번 등장했다.

문제는 모두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계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가 검출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르며 대부분

어 며칠 동안 계란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중지되는

의 시간을 보내는 집, 학교, 직장 등을 생활환경이

초유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연이어 생리대에서 유

라고 한다. 늘상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고 이는 생리대

느끼며, 그 공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우

안전성과 여성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되어 사

는 많지 않다. 하지만 생활환경에는 어린이, 임산

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그동안 발생한 굵직한 화학

부, 노약자 등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머물

자료 : 생활환경 안전물질 관련 보도자료 및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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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활화학제품이나 먹거리 등을 통하여 매우 다

인으로 먹거리와 생활습관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양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

나임을 보여주는 독성학적, 역학적 증거가 늘고 있

한 중독사건을 겪었다. 생활환경이 독성 화학물질

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처럼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

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 노출로 인한 피해가 상

게 하는 건강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상을 초월함을 배운 나라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명

없지만, 다양한 화학물질의 만성적 노출로 인한 질

확히 눈에 보이는 독성영향을 일으키지는 않더라

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도,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해로운 영향

다. 이들 물질의 독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화

을 미치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있다. 이 때문에 생

학물질 노출과 건강영향 사이의 인과성을 규명하

활환경 화학물질은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기가 쉽지 않지만, 생활환경에서 늘상 접하는 화학

한다.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간단하게 되는

요한 이유이다.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먼저 너무 많은 화학물질
을 사용하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생활의

안전성 평가 도구의 마련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우리
나라만 해도 4만 5,000여 종에 달하고 매년 새롭

현재 생활환경에서 마주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게 나오는 화학물질도 수백종이다. 의약품과 생활

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소관법령에 의해

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을 쓰기 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전

작한 것은 수십 년도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문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관리하면서

1)

는 세계 7위의 화학물질 판매량을 보이고 있으며

도,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해서

국내 유통량도 2002년의 287.4백만 톤에서 2014

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년 496.9백만 톤으로 급증하였다.2)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이 너무 많아 기존의 안전성 확인 방식

종류와 양의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시

으로는 한계가 있다. 매년 수백종 이상 시장에 나

작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기존의 전통적인 독성

최근 들어 다양한 만성 대사성 질환(비만, 당뇨

학적 시험 방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

병 등)과 여성질환(난소기능이상, 자궁내막증, 평

러 나라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화학물질 안전성 평

활근종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환 증가의 원

가 체계(예를 들어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 Toxic

1) http://www.rsc.org/learn-chemistry/resources/business-skills-and-commercial-awareness-for-chemists/docs/
businessdoc1.pdf
2)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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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s Control Act)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

험으로부터 탈피하여 세포나 세포주를 이용한 생

관리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

으로 활용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해성평가는

해 해마다 증가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효

물학적 반응 평가에 기반한 독성시험으로 전환할

다. 개발된 AOP는 정보공유지식베이스인 AOP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법론적 도

율적이고 값싸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수 있다는 것이다.3)

Knowledge Base(AOP-KB)에 모아져서 화학물

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 중 유

질 규제관리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

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이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원한다([그림 1] 참조).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를 위해 실험실적 독성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화학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 E C D)는 화학물

물질의 독성 및 위해성 평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

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Adverse Outcome

기 위한 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Pathway(AOP)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화학물질 안

위한 비전과 전략은 2007년 미국 학술원(National
Academy)에서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있다. AOP란 독성작용의 궁극적인 귀결인 건강

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간

그러나 위해성평가는 현대의 복잡한 환경을 반

영향(adverse outcome)까지 가는 일련의 생물학

이 필요하다. 유전자나 분자적 수준의 변화가 개

영한 관리의 틀로서는 한계가 크다. 현재의 위해성

4)

위한 대부분의 법적 수단이 마찬가지이다.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를 통해 소개

적 과정을 연계하는 개념적인 모형이다. 건강영

체의 건강영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방향으로만

평가는 일부 물질의 알려진 독성영향에 대해서만

되었다. 독성유전체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스템

향에 이르는 과정의 분자적 초기이벤트(molecular

구성되지는 않으며, 건강영향을 일으키는 복합적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생리

생물학, 후성유전체학, 계산독성학 등 생물학의 혁

initiating event)나 핵심이벤트(key event)를 이

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5)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

대 사용으로 인한 생리불순 같은 건강피해를 독성

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동물실험에 근거한 독성시

용하면 건강영향을 초래하는 화학물질(군) 전반의

히 전통적인 독성평가 기법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지표로 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예

평가에 유효한 도구이며, 그 정교화와 내실화는 중

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용량이지만 수많은 화학

요하다.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이러한 바탕

그림 1 : Adverse Outcome Knowledge Base (AOP-KB)의 구성요소

오염 수준의 영향을 제어하고 특정 화학물질의 영

위해성평가의 한계와 보완

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생애

지난 30여 년 동안 위해성평가는 독성학과 노출
평가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를 위해 합

초기단계의 화학물질 노출을 반영할 수 없음도 한
계로 지적된다.7)

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기본

특정 건강영향에서 출발하여 보건학적 관점에서

적인 보호장치일 뿐이며 생활환경의 다양한 안전

그 원인을 탐색하고 예방조치의 개발로 연계하는

성 문제에 모두 대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위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즉 인

성평가는 1983년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구집단의 건강상태 및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와 (분

Research Council)에서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자)역학적인 방법론을 접목하여, 특정 건강문제의

6)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이다. 이후 위해성평

화학물질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역

가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많은 나라에서 화학

학적 조사의 성과는, 위해성평가 체계를 발전시키

물질의 위해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

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자료 : http://aopkb.org/index.html

3) Committee on Toxicity Te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gents, National Research Council(2007),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nap.edu/11970
4) http://www.oecd.org/chemicalsafety/testing/adverse-outcome-pathways-molecular-screening-and-toxicogenomics.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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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sticide Action Network Europe(2016) “AOP The Trojan Horse for Industry Lobby Tools?”, http://www.pan-europe.info/
sites/pan-europe.info/files/public/resources/reports/pan-europe-aop-report-8.8-dec-16.pdf
6) Committee on the Institutional Means for Assessment of Risks to Pubic Health(1983),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National Academy Press
7) Gwinn MR et al.(2017), “Chemical risk assessment: Traditional vs public health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7, 103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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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노출의 복잡성은 건강영향의 인과성

활용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8). 비약적

전성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규명에 있어서 큰 도전이다. 노출시점과 화학물질

으로 발전한 분석화학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노

화된 관리가 결국 분절관리에 불과하여 반복적으

의 종류 및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정

출체학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나아가 복잡한

로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불거졌

보를 종합하여 건강영향과 연결하여 해석하기가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의 상관성 규명도

던 생활환경 화학물질 이슈는 거의 대부분 여러 부

현재의 과학기술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정

어렵다. 화학물질 노출평가는 환경역학적 조사에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처들 사이에 관리영역이 애매하게 존재하면서 관

확한 지식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

리의 공백지대에 존재했던 것들이었다. 가습기 살

서 화학물질에 대한 확실한 보호망을 제공하기는

균제는 산자부, 식약처, 환경부 사이에 있었고, 계

부족함이 많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화학물질 안전

란의 살충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사이에 있었다.

성 스크리닝 기법의 개발과, 안전성 평가체계의 정

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역학조사에서는 부

일원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필요성

분적으로만 수행되어 결과적으로 역학조사의 효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용을 떨어뜨렸다. 최근 활용되기 시작하는 노출체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정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의 중첩이나 공백

교화는 현재 과학계에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exposome) 개념은 생애주기 동안의 환경 노출을

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관

을 막기 위한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부처 간

한편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요인의 정밀한 파

포괄하여 건강피해 요인을 탐색하고 규제목적으로

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

의 조율은 행정의 영역에서 통합과 유기적인 협력

악을 위해서는 노출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요구

체계 구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해당 분야를

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건강영향과 유해요인

진흥하는 역할과 안전피해를 규제하는 역할을 같

의 감시 및 탐색 기술로 보완되어야만 화학물질의

은 부처에서 담당하면 이해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

안전성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활환경

은 불가피하다.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와 건강피해

화학물질 안전 문제는 궁극적으로 관리로 해결되

감시 등의 기능은 해당 제품 또는 영역을 담당하는

어야 할 문제이나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부처와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고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8) Shaffer RM, Smith MN, Faustman EM(2017), “Developing the regulatory utility of the exposome: Mapping exposures for risk
assessment through lifestage exposome snapshots (LEn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5(8):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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