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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표본설계, 자료수집,

․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조사개요
1. 통 계 명
화학물질통계조사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 환경부고시 제2018-23조(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3. 조사방법

○ 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 조사대상 사업자가 통계청 웹 사이트의 나라통계조사보고시스템 상에서 작성·제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2년
○ 공표주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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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일반사항

구분
법적근거
조사주기
조사
대상

사업장
물질(량)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관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규정 (환경부고시 2018-23호)
2년 (격년)
-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업체
- 제조, 사용, 보관·저장, 수출·입 사업장
일반화학물질 : 1톤 초과/년
유해화학물질 : 100 kg 초과/년
· 사업장 일반정보
- 업체명, 대표 업종, 사업장소재지, 사고 예방·대응 방재약
품·
장비 등 20항목

조사항목

· 제품 취급 현황
- 제품명, 용도, 제품구성, 제품형태, 제품 연간 입·출고량
;(입고) 제조, 수입, 구매
;(출고) 사용, 판매, 수출
- 보관·저장시설 현황(형태, 규모, 시설 수)
- 제품명, 물질명(CAS No., 함량%) 등

조사방법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http://www.narastat.kr/chemdata)

□ 추진 일정

○ 조사대상 기간 : 2016. 1. 1 ∼ 12. 31까지(1년간)
○ 주요 업무일정
- 조사표 취합 : '17. 12.
- 조사결과 검증 : ‘18. 1~6.

․ 조사표 미제출 및 미보고(물질누락 포함) 등 허위제출 업체
․ 업체별 통계 조사표 입력내용의 오류 등 적정성 검토
․ 다량유통, 발암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기 확보된 자료(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16), 배출량 조사결과(’16) 등 비교·검토

․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도별 추이분석 등 종합 검증
- 조사결과 대 국민 공개 : ‘18. 7. 31
-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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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연혁

□ 일반사항
○

화학물질통계조사는 인터넷조사방식의 조사통계로써 작성주기는

２년이며,

1996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음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
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조, 수입, 사용,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현황, 취급시설현황,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재약품, 방재장비) 현황 등

□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신규통계작성승인(1996.05.29.)
- 조사대상: 3,241개 업체
- 조사방법: 우편
- 조사주기; 4년
- 조사내용: 단일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명칭, 조사대상, 방법, 주기, 내용 변경(1998.11.11.)
- 통계 명칭: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사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명칭변경]
- 조사대상: 3만 개 업체(대기, 수질 배출업소 중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유: 조사의 정확성 제고]
- 조사방법: 우편 및 PC 통신에 의한 조사프로그램 [사유: 사업자 작성편의 제공]
- 조사주기; 3년 [사유: 조사의 실효성 확보]
- 조사내용: 단일화학물질 및 혼합물 [사유: 조사 자료의 정확성 제고]

○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조사대상, 방법, 내용 변경(2002.12.05.)
- 조사대상: 화학물질 수입업체 추가 [사유: 정확성 제고]

- 조사방법: PC 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입력프로그램 [사유: 대상업체 응답편의 성 제고]
- 조사서식: 일부 내용 추가, 조사표 구성체게 변경 [사유: 조사 자료의 정확성 제고]

○ 「화학물질유통량조사」조사대상, 방법, 내용 변경(2006.12.08.)
- 조사대상: 6개 업종 확대(31개 업종→37개 업종) [사유: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상업종과 연계]
- 조사방법: 온라인 보고프로그램 추가 [사유: 대상업체 응답편의 성 제고]
- 조사서식: 조사표 변경 [사유: REACH 및 GHS 제도 도입 관련]
- 제출시기: 조사기준년도의 다음해 4월 말까지(이전: 유통량조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유: 배출량조사 제출시기와 일치시켜 기업부담 완화]

○ 「화학물질통계조사」통계 명칭 변경(2015.08.2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사규모, 대상, 항목 등 전반적 변경을 위한 시스템 개
발을 위해 통계 명칭 우선 변경

○ 「화학물질통계조사」조사표 및 작성항목 변경(2017.07.14.)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사표 및 작성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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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조사 목적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
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 주된 활용분야

○ (환경정책) 화학물질관리 정책 수립 기초자료, 수질·대기 오염물질 우선관리대상 물질
선정 , 지구온난화 원인물질 정책자료

○ (화학물질 관리) 국내 이슈물질(가습기 살균제, 니코틴 등) 정보제공
○ (화학사고) 화학사고 물질 및 취급업체 정보제공, 사고대비물질 업체 현지점검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

○ 정부부처 :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
○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 국회, 국정원 : 대정부 질의 또는 국정감사, 정보활동
○ 연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
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학계 및 민간단체 : 강원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다수

□ 통계의 용도
○ 활용방향

- 정책입안자(정부부처)

․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한 기초통계 정보로 활용
․사업체 단위에서의 장․단기적인 제도 등의 효과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

-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화학물질

제도,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정책 등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결과

○ 통계결과 이용자(광역시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포럼 개최
- 4 -

- 통계결과의 주 이용자는 정부부처, 학계·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
로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통계결과 자체의 전문성으로 인해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계조사 및 결과제공 시 반영

○ 통계조사 자료의 현장 이용자인 유역환경청 업무 담당자 회의
- 일시 : 2018. 11. 20(화)
- 참석 : 환경부 2인, 각유역(지방)청 업무 담당자 13명

○ 광역시도 화학물질 취급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의견수렴
- 일시 : 2018.10.30.(수)
- 참석 : 광역시·도 화학물질 취급 관련 업무 담당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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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 조사항목 체계 및 정의

○ 조사항목 체계 및 조사표
- 일반사항(조사표 [서식 1]), 제품취급현황(조사표 [서식2])로 구성

※ 붙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서식 1. 일반사항
①

업 체 명

④ 소재지주소
⑥
⑩

대표업종
산업단지

상수원
⑬ 보호구역명
⑯ 배출시설종류
화학물질
취급시설
⑰ 종류, 위치
및 규모
⑲

화학 사고
예방·대응
결

⑳

작성일자

재

②

대 표 자

③

년

월

일

사업자등록
번호

관할환경
청
명 ⑧ 연간매출액
m2
⑦
종업원수
억원 ⑨ 부지면적
⑪
농공단지
⑫
유입수계명
[ ] 울산·미포, 온산 국산
[ ] 팔당 Ⅰ권역 [ ] 팔당
업단지
Ⅱ권역
수질보전특별
대기보전 특별 [ ] 전남 여천 국가산업단
⑭ 대책지역명 [ ] 대청 Ⅰ권역 [ ] 대청 ⑮
지및
대책지역명
Ⅱ권역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대기(악취)배출시설 ( ) 종
수질배출시설 ( ) 종
⑤

서식2에 작성

방재 약품
근무부서

작성자
확인자

[ ] 모래 [ ]
소다
[ ] 탄산소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⑱

비상연락망

소석회 [ ] 가성
[ ] 기타
이동전화
(E-mail)
(
)
(
)

방재장비

전화

회사내
[ ] 소화 장비
[ ] 흡착포

직위

[ ] 보호구 장비
[ ] 기타

성명

서명

서식 2. 제품취급현황
년 입고량(톤/년)
제품구분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일련 제품명 용도
번호 (상품명)

1-1

제품 제조용 원료, 부
원료, 첨가제, 촉매 등 2-1

제품
구성

제품
형태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 ] 단일
물질 [ ]고체
[ ]액체
[ ] 혼합 [ ]기체
물질

보관·저장시설 현황
최대규모 시설
보관·저장형태 (총량; 수량
톤)
(개)

제조

보관시설(창고 등)

수입

저장시설(탱크 등)

해당없음
모름
제조

[ ] 단일 [ ]고체
물질
[ ]액체
[ ]기체
[ ] 혼합
물질
단일
[ ] 물질 [ ]고체
[ ]액체
혼합 [ ]기체
[ ] 물질

4-1

손실 나노물질
포함여부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
폐기

[ ] 단일
물질 [ ]고체
[ ]액체
혼합 [ ]기체
[ ] 물질

기타 시설, 장치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 3-1
품 (폐수처리약품, 냉각
수 등)

년 출고량(톤/년)

수입

해당없음
보관시설(창고 등)
저장시설(탱크 등)

해당없음
모름
제조

해당없음
보관시설(창고 등)

수입
해당없음

저장시설(탱크 등)

모름
제조

해당없음

수입

저장시설(탱크 등)

보관시설(창고 등)

해당없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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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급현황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유통량"이란 국내의 화학물질 유통현황을 보기위한 것으로 조사년도의 화학물질 제조량
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5. "보관·저장량"은 조사년도에 사업장에서 재고 또는 이월되는 량을 말한다.
6.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
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00 나노미터)인 1

8.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
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9.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10. "첨가제"란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1.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2.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목적에 따
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3.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보
관·저장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4.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
을 만들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5.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6.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
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1-2. 적용 분류체계

□ 통계의 수집 및 집계에 적용하는 분류체계

○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 분류(국내기준 적용)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공개하는 분류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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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농공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14.1분기) 기준에 의한 분류
- 유입수계명 : 수질측정망_운영계획(환경부고시_제2014-107호)의 권역 분류
- 상수원 보호구역명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12.12.31일 기준)에 의한 분류

○ 화학물질 분류(국제기준 적용)

-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화학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 적용

1-3. 조사표 구성

□ 조사표 수록사항
○

조사표 제출을 위한 “조사보고시스템” 내 조사개요, 조사방법, 법적근거, 도움안내
연락처 등 기본정보 제공

※ 붙임. 화학물질 통계 조사보고시스템 메인화면

○ 국가승인통계로고, 작성 승인번호 표기
※ 붙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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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의견 수렴

○ 불필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위한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으로 의견조회를 요청 및 반영
- III. 조사설계 > 1.4 조사표 변경 절차 및 1.5 조사표 변경이력을 참고하면 조사표는 행
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며 변경될 때마다 각 기관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침.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조사표 변경 절차
1) 기안
각 행정기관이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주무부서(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
을 작성하여 관계 국장과 법제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 기안문에 대하여 해당 기
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외의 행정기관에서 대통령훈령을 기안하려는 때에는 기안단계부터
그 필요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령비서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국무총리실
외의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훈령을 기안하려는 때에는 국무총리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
야 한다
2) 관계부처 협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법령안에 대
한 부처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에 대한 부처협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그 규정 내용이 어느 하나의 부처 또는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처나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련되는 내용이 대부분
이므로,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을 입안하려는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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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

11조를 준용 하여 그 훈령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
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시행과정에서 관계 부처로부터 원활
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다
3)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절차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정

「법제업무 운영규

」 제2조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14조에서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
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 중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법규명령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의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법제처 사전 자문 의뢰

「법제업무

」

운영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

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
한 사항이나 규제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사
전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자문 시에는 별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대면 검토 요청도 가능하다
5) 발령
각 행정기관의 법제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친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시행 전에 법제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훈령번호 또는 고시번호 등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법제 담당 부
서는 '훈령발령원부'와 '고시원부' 등의 서식을 각각 작성·비치(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
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 훈령번호와 고시번호 등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한편, 법제 담
당 부서는 '훈령발령대장'과 '고시대장' 등의 서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 사항을 기록
하고 원본과 함께 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법령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
해야 하며, 그 밖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은 해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되며, 시
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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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행정규칙의 시행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소관 부처에서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에 대하여
결재문서를 작성하여 동 훈령안과 법제처 심사확인증을 붙임문서로 첨부하고, 요약전을
결재본 앞에 첨부하여 대통령(대통령 훈령의 경우)이나 국무총리(국무총리훈령의 경우)
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결재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훈령에 대하여 접수
요약전 결재)

→ (국무조정실장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재과정을 진행하

며, 소관 부처는 국무총리실로부터 결재원본을 받게 된다
7) 법제처 사후 심사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
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하여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훈령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불
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장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훈령이나 관계 법령에 반영하고 1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8) 행정규칙의 국회 제출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국회 제출 절차와 동일하다

1-5. 조사표 변경이력

□ 변경 승인 이력 및 변경 현황

○ 1996년「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조사표
– 신규통계작성승인

※ 붙임. 1996년「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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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조사표
- 변경승인 사유: 통계명칭 변경, 조사내용 변경(단일화학물질
- 변경승인 날짜: 199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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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학물질 및 혼합물)

※ 붙임. 1998년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조사표

○ 2002년「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조사표
- 변경승인 사유: 일부 내용 추가, 조사표 구성체계 변경
- 변경승인 날짜: 2002.12.05.

※ 붙임. 2002년「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조사표

○ 2006년「화학물질유통량조사」조사표
- 변경승인 사유: REACH 및 GHS 제도 도입 관련 조사표 변경
- 변경승인 날짜: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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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06년「화학물질유통량조사」조사표

○ 2015년「화학물질통계조사」조사표
- 변경승인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사규모, 대상, 항목 등 전반적 변경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통계 명칭 우선 변경
- 변경승인 날짜: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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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15년「화학물질통계조사」조사표

1-6. 응답 소요시간

※ 조사대상의 화학물질 취급 규모별 응답 소요시간 편차가 매우 크므로 평균 응답 소요시간 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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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23조) :
-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사업장
-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으로 연간 취급량이 일반화학물
질은 1톤을 초과, 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하는 사업장

□ 조사모집단

○ 조사모집단

화학물질 통계조사
2차(‘16년)
29,539개
21,911개
16,874종
7,628개

조사년도
조사대상업체
보고 업체 수
보고 물질 수
면제 업체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거나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로 조사 대상을 정확한 수치로 지정할 수 없음
조사모집단은 목표모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되는 대상을 타 제도를 통하여 추론한
것으로 타 제도와의 조사 목적 및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휴업, 폐업, 부도 등으로 조사 기간에 화학물질을 취급 중단하여 누락된 업체(면제 업
체)가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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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계조사지침에 따라 통계청 웹사이트의 나라통계조사

․제출

보고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 조사과정

○ 2차년도 통계조사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그림 1] 참조)
1) 조사대상여부 확인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
- 화학물질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

․출입여부 확인

2) 제품별 취급량조사 및 구성성분 조사
- 제품별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월)과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확인
- 제품별 성분명세서, MSDS, 시험성적서, 구성 성분표 확인
3) 시스템 가입 및 업체정보 확인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에 접속(http://www.narastat.kr/chemdata)하여 업체검색 후
검색결과 없는 경우 신규업체가입
4) 일반사항 작성(서식1)
- 대표업종, 종업원수,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 등 24개 항목 작성
5) 제품취급현황 작성(서식2)

․출고량, 수출정보, 성분보유자정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나노물질여부, 입
보 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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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화학물질 통계조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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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실시
2-1. 조사업무 흐름도

□ 단계별 조사체계

○ 2016년 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이후 동일한 조사 절차 유지
※ 붙임 통계조사 조사체계
.

2-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준비

○ (환경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규정 검토
○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개선 관리·운영/조사대상사업장 교육
○ (유역(지방)환경청) 조사대상사업장 선정/조사대상사업장 조사안내
○ (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사기법 및 지침 개발

□ 응답자 사전 통지

○ 조사 실시 전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안내 및 교육

□ 조사대상 확인

○ 조사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 검토 시,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조사연도에 화학물질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연도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아 적용함

※ III 조사설계 > ‘조사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 참고

○ 조사모집단에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검색 및 유선안내를

통해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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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작성 시 유의사항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관할환경청 정보는 이전에 보고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통계조사시스템”에 이전의 업체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수정하여야 함

○ 관할환경청 정보는 주소지 기준에 의한 기본값이 “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오류사항은 수정하여야 함

○ 위 이외의 경우(신규업체, 기존업체의 위 이외 항목)는 각 항목에 대해서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 서식 1. 일반사항>

○ ①~⑤항은 최신 사업장정보 기입
○ ⑥~⑯항은 사업장의 현황에 맞춰 정보 입력
○ ⑰항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형태, 규모 및 수량을 <서식2>에 작성
○ ⑱항은 화학사고발생시 초동 대응이 가능한 사업장(회사)내의 부서와 비상연락망(전화
번호) 기재

○ ⑳항은 조사표 작성자 및 확인자(간부급 이상)의 직위, 성명 등을 기재
○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서식 1> 일반사항 및 면제사유” 또는 “간이조사표”를 제출
- 면제사유 : 취급량 기준 이하, 화학물질 미취급, 기타(폐업, 휴업, 부도 등)
- 제출방법 : 통계조사보고시스템

○ 조사대상인 경우 “<서식 2> 제품취급현황” 제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 제품구분

-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기타 시설, 장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제품명 :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상품명을 기재
○ 용도 : 제품의 대표용도를 “<표1> 용도분류표”(p.86)에서 확인하여 선택하고 55.기타
(Others)를 선택한 경우 해당용도를 직접입력
- 예시 : 정전기 발생을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사용한 경우 “7번 정전기 방지제”로 기
재

○ 제품구성 : 각 제품이 구성이 단일 물질인지 혼합 물질인지 표시(p.46 참조)
- 단일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1개인 화학물질
- 혼합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2개 이상인 화학물질

○ 제품형태 : 각 제품이 고체, 액체, 기체의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 단위 : 킬로그램(kg), 톤(ton) 중 해당되는 단위로 기재
○’16년입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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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킬로그램(kg), 톤(ton) 단위 중 해당되는 단위로 기재
- 제조량 : 사업장에서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제조한 양
- 수입량 : 외국으로부터 귀사가 직접 수입한 양
- 구매량 : 수입업자나 국내 제3자로부터 구매한 양 (유상, 무상 모두 대상)
- 이월량 : 2015년 재고량으로 2016년으로 이월된 양

○

’16년 출고량

- 사용량 : 화학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하여 원료, 부원료, 첨가제 등 공정에 사용하였거
나,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된 양
- 판매량 : 2016년에 국내에 판매한 양 (유상, 무상 모두 대상)
- 수출량 : 2016년에 국외로 수출한 양
- 재고량 : 2016. 12. 31 기준 재고량
- 손실/폐기량 : 구입이나 제조 후 불량품(규격 이외 제품, 함량미달, 오염 및 변성 등)등
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양 또는 사용 전 보관, 저장, 운반 중

○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양(입·출고량에 따라 자동 산정)
나노물질포함 : 화학제품 중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표시

- 제조(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 수입(제품팜플렛 등에 나노물질임
을 명시한 물질을 수입한 경우), 해당없음(나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름(나노
물질 포함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중 선택

○

※ 나노물질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 나노미터)인 1
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
※ 동일 제품이 제조, 수입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중 선택 가능
보관·저장시설 현황 : 제품별 보관·저장 형태 선택, 최대규모(총량;톤), 시설수량(개) 기재

※ 동일 제품을 보관, 저장시설 모두 이용하여 취급하는 경우 다중 선택 가능

2-4. 현장조사 관리

○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및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청,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소속된 통계조사 수행·지
원 담당자들이 사업자의 유선 등을 통한 질의응답 사례를 매 조사 회차마다 지침서와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안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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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2-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응답자의 질의응답 대응 체계

○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
○ 유선 문의는 각 사업장의 관할 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에 의해 처리됨

3.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3-1. 응답자

□ 적격응답자의 지위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혹은 사업장 내 담당자*
* 안전관리팀, 환경안전팀, 보건환경팀, 품질관리과, 생산지원팀, 관리팀, 총무부 등의 화학물질 통
계조사 담당자

□ 대리응답 허용 여부
- 허용하지 않음

3-2. 기억응답

□ 기억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 대상자가 사업장에서 서류나 기록 등을 활용하여 응답 가능하므로, 기억에 의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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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제50조에 의해 화관법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
련 사항은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응답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3-3. 무응답 대처

□ 단위 무응답

○ 본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미보고 시 행정
처분, 허위보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므로 단위
무응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세업체의 경우 환경청에서 지속적 연락 및 공문
재발송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스템이 입력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조사표를 받아 공무원이 대신 입력해 주므로 무응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항목 무응답

○ 보고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단계” 넘어가지 않음
○ “인쇄하기”를 누르지 않을 경우는 “제출완료”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사자가 다시 검토 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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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목적 및 활용 정도
○ 정확성 검증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 작성)
-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목록
- 배출량조사 보고 사업장 목록

□ 행정자료의 이용 제약 여부

○ 조사대상(16년) 시기와 조사시행(17년) 시기의 차이로 인해 사업장 정보가 달라진 경우
파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 원래 수집 목적, 과정, 내용 및 관리기관
행정자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수집 목적(근거법령)

수집 과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허가

사업장 목록
수질배출시설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사업장 목록

보전에 관한 법률

내용

관리기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환경부 허가

사업장 목록
수질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목록

환경부
환경부

※ 세부 내용은 관계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www.law.go.kr)

□ 행정자료의 활용기관의 행정자료 입수 방법 및 경로

※ 조사 대상연도에 해당하거나 가장 근접한 자료를 요청하여 활용
○ 대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목록 : 환경부 대기환경과 공문으로 요청(2018)
○ 수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목록 : 환경부 수질총량과 공문으로 요청(2016)
○ 배출량조사(2017) 등 사업장 목록은 내부자료(화학물질안전원) 활용

□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목록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23조)에 명시된
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사업장 파악을 위해 활용

- 24 -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매칭

○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매칭방법
- 위의 식별키로 조사대상 사업장 선별
- 프로그램 : EXCEL, SPSS, SAS 등

○ 매칭허용 한계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 선별이 어려움

○ 매칭 비율

- 중복 선별 후 조사대상 사업장수는 약 64,000여 업체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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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코딩

□ 방법 및 내용
○ 입력변수

- 서식 및 항목에 따라 사업자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입력

․

- 제품의 연간 입 출고량은 “톤”단위, 구성성분의 순도 또는 함량은 “퍼센트(%)”단위임

□ 코드체계

○ 통계청 표준 코드
- 대상업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로 1,145개 코드화
- 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14.1분기) 기준에 의한 분류로 629개 코드화
- 농공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14.1분기) 기준에 의한 분류로 456
개 코드화
- 유입수계명 : 수질측정망_운영계획(환경부고시_제2014-107호)의 권역 분류로 834개 코드화
- 상수원 보호구역명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12.12.31일 기준)에 의한 분류로 325개 코드화
- 용도분류 : 흡수 및 흡착제, 세정 및 세척제 등 55개 코드화

2. 자료입력

□ 전산입력방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 일반사항, 제품취급현황, 구성성분정보 : 조사대상 사업자가 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성분보유자 정보 :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 전산입력관리

○ 웹기반 ‘화학물질 통계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대상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
법으로 진행됨
- 조사 완료 후 자료 검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에 의해서만 정정됨

□ 자료 입력 교육 여부

○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유역환경청의 집체교육 실시
- 조사 시행기간 인근 3개월간 권역별 산업계 담당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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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 교육일정(‘17.6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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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내검

□ 단계별 내검

○ 전체 조사검증 과정
차 검증>

<1

∙조사항목에 맞게 입력할 수 있도록

단순 입력 오류 확인

재입력 요청

↓

차 검증>

<2

이전 차수 조사 결과와 비교

↓
차 검증>

<3

∙이전 차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오류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타 조사제도와 비교

등과 비교하여 누락여부 확인

□ 시스템 입력 오류 유형 및 처리 방법

○ 단순 입력 오류 ⇒ 시스템 검증 규칙*에 따라 오류 확인 후 재입력 요청
○ 조사항목을 이전 차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오류 수정
○ 자사항목을 화학물질관리법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

※ 붙임. 단순 입력 오류에 대한 시스템 검증 규칙
규칙명
중복되는 제품명이 존재합니다.
[붙임1]구성성분정보가 미입력상태입니다.
[붙임2]성분보유자가 미입력상태입니다.
손실/폐기량이 0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입고량보다 출고량이 클 수 없습니다)
취급시설현황의 보관시설(창고) 유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취급시설현황의 저장시설(탱크) 유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취급시설현황의 제조·사용시설 유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관시설(창고) 최대 보관 · 저장량(톤)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저장시설(탱크) 최대 보관 · 저장량(톤)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제품구분이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용도를 입력(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품구성이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제품형태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단위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입고량(제조,수입,구매,이월) 또는 출고량(사용,판매,수출,재고)에 수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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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폐기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보관시설(창고) 최대 보관 · 저장량(톤)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저장시설(탱크) 최대 보관 · 저장량(톤)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제조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입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구매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이월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사용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판매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수출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재고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손실/폐기량 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나노물질 포함여부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보관시설(창고) 최대 보관 · 저장량(톤)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저장시설(탱크) 최대 보관 · 저장량(톤)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제조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수입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구매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월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사용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판매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수출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재고 수량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손실/폐기량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작성근거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작성근거가 자료없음은 구성성분정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제품구성이 단일물질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물질만 등록가능합니다.
제품구성이 혼합물질로 구성된 경우 2개 이상의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성성분정보에 순도및함량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혼합물질의 순도및함량의 합은 90~100% 사이 이어야 합니다
구성성분정보에 제조구분이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미기재사유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업체명이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우편번호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주소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담당부서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담당자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전화번호가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성분보유 E-mail이 입력(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제품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물질 DB에 없는 물질입니다. [붙임1]구성성분정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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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정보없음이 아닌데 CAS_NO, 물질명, 고유번호 모두 없습니다.
순도및함량이 0이거나 없습니다.
제품의 제조량이 0인데 제조구분이 [0]미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의 제조량이 0보다 큰데 제조구분이 [0]미대상 일 수 없습니다.
제품구성이 단일물질로 구성된 경우 최소 하나의 물질을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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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항목

○ 화학물질 통계조사 공개대상 정보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등 사업장의 일반정보

․저장량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보관저장시설의 최대규모, 화

학사고 발생건수 및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 화학물질 취급현황(제품별 명칭 및 혼합물 여부, 물질별 명칭(CAS No) 및 연간 입고량,

․판매량 범주)

연간 사용

표

[

9]

․

최대규모, 연간 입고량 및 사용 판매량 범주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m3/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m3/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 메타데이터
- 국가통계포털 KOSIS(http://www.kosis.kr) 공표통계자료 업로드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icis.me.go.kr) 통계자료 업로드

□ 공표통계 분류 수준

○ 보고서의 공통통계 분류기준
- 연도별 유통현황, 유통형태별 현황, 유형별 유통현황

○ 공개시스템의 공통통계 분류기준
- 시․도별 화학물질 사용․수입․수출․제조 현황
- 업종별 화학물질 유통현황
- 화학물질 유통현황

□ 공표통계의 적정성

○ 검증 프로세스 및 웹기반 시스템으로 조사결과의 검증을 거쳐 공표
- 검증 프로세스
단순 입력 오류 확인 -> 이전 차수 조사 결과 비교 -> 타 조사제도 결과와 비교
- 웹 기반 화학물질 통계조사 홈페이지에 의한 실시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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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통계의 이용 시 유의사항
○ 다른 조사와의 비교

- 조사마다 주요 변수 정의와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의 주요
변수 정의를 참고

□ 주요 공표 통계

○ 연도별 유통현황
연도
보고 화학물질(종)
보고 업체수(개소)
유통량(백만톤)

’98년도

’02년도

’06년도

’10년도

’14년도

8,030

9,358

14,604

15,840

16,150

13,052

13,773

16,404

16,547

22,661

175.4

287.4

417.9

432.5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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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간행물) 발간
※ 붙임. 발간된 보도자료(간행물)

보

도 자 료

2018년 10월 12일 조간(10. 1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 과장 / 윤○ ○ 사무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
044-201-6831 / 6835

보도일시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배포일시

류○ ○ 과장 / 이○ ○ 연구관
042-605-7044 / 7055
2018. 10. 10 / 총 17매

□ 환경부(장관 김OO)는 ‘2016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2만
1,911개 사업장에서 1만 6,874종의 화학물질 5억 5,859만 톤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 연도별 유통량 현황 >

조
사
결
과

연도
보고
화학물질
(종)
보고수
업체
(개소)
유통량
(백만톤)

’98년도 ’02년도 ’06년도 ’10년도 ’14년도 ’16년도
8,030 9,358 14,604 15,840 16,150 16,874
13,052 13,773 16,404 16,547
175.4 287.4 417.9 432.5

22,661
496.9

21,911
558.6

* 조사기준 : 유해화학물질 100kg/년, 일반화학물질 1톤/년 초과 취급사업장
** 유통량(558.6백만톤) = [제조량(378.1)) + 수입량(321.6)]

- 수출량(141.1)

○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조량은 16.9%(5,456만 톤), 수입량은 8.8%(2,603만 톤), 수출
량은 15.5%(1,893만 톤)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통량은 12.4% 만큼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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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형태별 현황 >

화학물질 제조량
연도별 1998 2002
제조량 181.2 216.2
증감 - 35.0
증감율 - 19.3%

(단위:백만톤)
2006 2010 2014 2016
286.3 289.1 323.6 378.1
70.1 2.8 34.5 54.5
32.4% 0.98% 11.9% 16.9%

화학물질 수입량
연도별 1998 2002
수입량 42.3 122.0
증감 - 79.8
증감율 - 188.6%

(단위:백만톤)
2014 2016
295.5 321.6
64.5 26.1
27.9% 8.8%

화학물질 수출량
연도별 1998 2002
수출량 48.0 50.8
증감 - 2.8
증감율 - 5.8%

2006
189.3
67.3
55.2%

2010
231
41.7
22%

2006
57.7
6.9
13.6%

(단위:백만톤)
2010 2014 2016
87.6 122.2 141.1
29.9 34.6 18.9
51.8% 395% 15.5%

⃞ 화학물질 유통량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지역별로는 대규모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이 입지한 전남(33.0%), 울산(27.1%), 충남
(12.6%)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상위 3개 지역에서 전체 유통량의 72.7%인 4억 618만 톤
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포

* 산단별 유통현황: 여수 산단(23.7%), 울산

○

산단(8.0%), 대산 산단(6.1%) 순
화학물질 취급 업종 중에서는 코크스

․연탄

산단(17.2%), 온산 산단 (9.0%), 광양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이 전체 유통량의

37.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8.2%), 1차 금속 제조
업(13.1%)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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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1,000톤 이상 다량 유통 화학물질은 총 1,376종으로 이 중 석유계 물질(63종,

41.5%), 천연물질(7종, 20.0%), 기초유분(6종, 5.5%)이 전체 유통량의 67%인 3억 7,346만
톤을 차지했다

□

유해화학물질(930여종)은 4,287만 톤(전체 유통량의 7.7%)이 유통되었으며, 이는

○

2014년도 대비 8.5%(334만 톤)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발암성 물질*은 총 119종, 3,004만 톤으로 전체 유통량의 5.4%를 차지했다. 이
중 벤젠 등 그룹1 발암성물질 20종은 1,298만 톤(전체 유통량의 2.3%)이 유통되었다.

～4까지 구분되며, 이중 인체 발암성물질을 그룹1, 인체 발

* 발암성물질은 그룹(Group)1

암성 추정물질을 그룹2A, 인체 발암성 가능물질을 그룹2B로 구분

□ 이러한 유통량의 증가는 석유정제 업종의 생산설비 신규 증축 등으로 인한
․

생산

량 증가와, 원유 석유제품 수입량 증가 및 건설 경기 활성화에 따른 시멘트업종의 생
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9.3),

* 제조업 생산지수(108.5

․석유제품+화공품

원유

→195.5백만톤)

수입량(178.4

[통

계청, 관세청, ’16.12]

⃞

송OO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면서,

○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주기를 4년에
서 2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화학물질 확인신고 제도’를 도
입해서 촘촘한 유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
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2016년도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icis.me.go.kr)’에도 공개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윤OO 사무관
(☎ 044-201-6835) 및 화학물질안전원 이OO 연구관(☎ 042-605-70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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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조사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조사대상 및 통계공표 시점
○ 조사 대상 시점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하는 사업장

□ 공표시기

○ 공식공개
- 통계조사 조사표 검증 후 2~3개월 이내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공개
- 공식공개 시기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조사실시

2015

2017

조사기준

2014

2016

공식공개

2016

2018

- 공개절차
<소요 기간>
2017.7월~9월

2018.1월~진행 중
(심의중인 자료는 비공개)

2018.1월~진행 중
(심의중인 자료는 비공개)

2018.1~ 진행 중
(심의중인 자료는 비공개)

201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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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표일정

□ 통계공표일정 사전 공개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등의 사전 예고 후 공표

□ 2차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공개 일정
○ 일정

- 조사결과 대 국민 공개 : 2018년 7월 31일

○ 방법

- 화학물질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icis.me.go.kr/)에 자료 공개
그림

[

27]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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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된 공표일정 준수 여부

○ 조사기준 년도 익익년 1월에 전산망 공표하는 승인통계 내역과 6개월가량의 시차 존재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80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과정의 도입 등으로 익익년 1월에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익년 7월~
익익년 6월에 정보공개심의 진행)하며, 작성기관에서는 승인통계 내역을 익익년 7월로
수정 단계를 추진 중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 적용 기준
○ 일반사항

- 분류기준, 조사기준, 조사시기는 매 차수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 분석 가능

○ 주요 기준 내용
1) 목적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
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
2) 조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중 조사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3) 조사시기
- 격년 6~9월 진행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1차년도 조사 이후 격년마다 실시하여 시계열 단절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국외 조사 사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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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수질
국내
(화관법)

미국(TSCA_Chemical
Data Reporting; CDR)
미국(EPCRA_Tier-II
Report)
(유해화학물질 정보 보고)

유럽연합_ECHA

일본
(화심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중국

·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유독 제한 금지 허가 사고 대비물질) : 연간 100 kg 이상 취
급
- 일반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취급
산업공정, 소비자 상업용 제품 제조 수입 사용 업체
-제조 수입 : 25,000lbs/년(약11톤)
-사용 : 2,500lbs/년(약 1톤)
EHS 355종 : 지정수량(230kg) 이상 취급
MSDS 작성대상물질 지정수량(4.5톤) 이상 취급
- 주유소의 가솔린 : 75,000갤론 이상 지하탱크 저장
- 주유소의 디젤 : 100,000갤론 이상 지하탱크 저장
- 기타 10,000파운드 이상 취급
화학물질 등록 : 제조, 수입자
- 모든 신규물질,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1,000톤이상/년 제조 수입 물질(‘10.11)
CMR물질 : 1톤 이상(‘10.11)
수환경 독성물질: 100톤 이상(‘10.11)
100톤 이상/년 제조 수입물질(‘13.5)
1톤/년 이상 제조 수입 물질(‘18.5)
- 소량 등록 : 100kg 미만(‘20~)
화학물질 등록(화심법) : 제조, 수입자
- 1톤 이상 신규물질 (1톤 미만 면제)
- 1톤 이상 우선평가화학물질 신고
- 제조 수입량 1톤 이상 단일물질
화학물질 등록(안위법) : 제조, 수입자
- 100 kg 이상 신규물질(100kg 미만 면제)
화학물질 등록 : 제조, 수입자
- 1톤 이상 신규물질 (1톤 미만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 영역 통계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
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양을 파악하고 보고

○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 비점오염원인 농약, 가정용 용제 함유제품(가정제품) 등의 배출원, 배출량 등 배출실태
를 전체적으로 파악

□ 유사점 및 차이점
○ 유사점

- 조사대상이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을 공통적임

○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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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대상, 조사주기, 조사항목 등이 완전히 다른 조사
- 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 대기 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405개
대상물질에 대해 1년 주기로 물질명, 배출량, 이동량, 자가매립량에 대해 조사
-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 415개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
상으로 4년 주기로 물질명, 배출량, 이동량, 자가매립량에 대해 조사

4. 접근성 및 명료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icis.me.go.kr)

○ 통합검색, 지역별, 물질별, 업체별, 업종별,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취급정보

□ e-나라지표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조사”메뉴에 업로드

○ 가장 최근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 제공
○ 경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91

4-2.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icis.me.go.kr에 정보 제공
○ KOSIS(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에 메타 정보 제공

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화관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에 근거한 정보공개 서비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한 기본 공개항
목을 대상으로 대국민 공개
- 사업장 일반정보(사업장명, 소재지, 산업단지, 유입수계 등)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 화학물질 취급현황(취급 제품정보 및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
- 화학물질통계조사는 사업장의 일반현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현황 자
료임과 동시에 사업장 영업정보의 성격이 강하고 조사 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초데이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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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수집

○ 보고시스템을 통해 직접작성
- 사업장별 아이디,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로그인하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담당자
가 직접 입력하므로 조사원을 통한 비밀 누출 가능성 없음

□ 자료 처리 및 보관

○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위탁기관을 거쳐 화학물질안전원 내 서버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DB에 보관

○ 위탁기관은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위탁기관은 내부 지침에 의거, 업무와 관련해 화학물질안전원부터 제공받은 업무의 수
행과정에서 수집된 사업체 및 개인의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 관리

○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준수

□ 비공개 심의절차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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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9]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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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통계조사 담당자 구성(‘19년 5월 기준)
○ 부서명

- 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2. 사업예산

□ 예산현황(2017년 기준)
○ 총 예산
○ 세부산출내역

3. 통계위탁 조사

□ 통계작성 민간위탁 시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계획서 검토 사항
○ 일반사항

- 통계조사의 전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사규모 보유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체계,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 보유여부

․대상․항목 등 기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 목적

○ 조사실시 계획

- 조사시행계획 및 일정, 조사체계 및 업무분장, 홍보계획, 조사방법의 적절성

․교육․지도관리․업무량․내용검토 등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 조사원 채용

○ 개인정보 보호 계획(아래 사항 포함 여부)

- 조사표류 반출입 및 보관 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조사표 등의 복사, 대여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파일의 복제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
- 불필요해진 자료의 삭제 및 입출력 매체의 폐기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조사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조사 관련자의 비밀보호 유지의무(서약서 작성 포함)에 대한 사항

□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 받고 있는 자료목록
○ 모집단 명부 일체
○ 사업계획서
○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질의응답 사례집 등)
○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
○ 조사결과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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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4.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입력

○ 나라통계 조사보고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대상 사업장 담당자 직접 입력

□ 자료분석 및 처리

○ 소프트웨어(통계프로그램) : EXCEL, SPSS, SAS
○ 전산장비 : 데스크톱 컴퓨터
- 기종 : ATEC, A6SBBAP
- CPU :

Inter(R) Core(TM) i3-6100 3.70GHz

- 메모리 : 16.0 GB
- 시스템 종류 :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 OS : Windows 10 Pro

5.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 품질관리 계획 및 실적

○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을 근거로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
거나 오작성 소지가 있는 항목 등을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

※ 품질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 내역은 상단 조사표 변경이력 항목 참조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 격년마다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여 본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관련성, 접근성에 대하여 평가

○ 통계조사표 및 조사표 제출을 위한 시스템 개선, 교육자료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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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통계의 개념, 정의, 용어 관련
○ http://www.law.go.kr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부고시 제2018-23조(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법률)
- 환경부고시 제2014-107호(수질측정망 운영 계획)

□ 통계의 분류

○ http://kssc.kostat.go.kr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http://www.kicox.or.kr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http://ncis.nier.go.kr
- 화학물질정보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미국 TSCA_Chemical Data Reporting; CDR
https://www.epa.gov/chemical-data-reporting

○ 미국(EPCRA_Tier-II Report)(유해화학물질 정보 보고)
https://www.epa.gov/epcra/tier-ii-forms-and-instructions

○ 유럽연합_ECHA

https://echa.europa.eu/

○ 일본(화심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http://www.safe.nite.go.jp/jcheck/top.action

○ 중국(환경보호부 화학물질등록센터)

http://www.crc-mep.org.cn/iecscweb/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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