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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elivery containers and packages and established

handling guidelines to safely transport delivery containers and packages for use in research, testing, and

examination reagents.

Methods: Handling guidelines were revised in such categories as maintenance of the handling facilities, storage,

loading and unloading, containers and packages, transportation, etc.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sales for hazardous chemicals used for research, testing, and examination reagents, and investigated

the handling guidelines related to delivery transportation in the USA, EU, and Japan by chemical property.

Results: There are 6,160 companies selling hazardous chemicals. Among them, the 476 companies selling

reagents for use in research, testing, and examination were investigated. Total amounts handled reached 425,000

tons, contributing to 0.2% of the total. For delivery transportation, internal containers and packaging was

specified for chemical properties as follows: within 1 L for flammable gas, within 5 L for flammable liquid, and

within 18 L for others. In addition, the maximum size of the outer package was set within 130 cm for total length,

width, and height, and no dimension of the packaging could exceed 60 cm. Sixty-four hazardous chemicals with

explosiveness or acute inhalation toxicity were prohibited for delivery transportation.

Conclusion: Specified handling guidelines for inner and outer containers as well as packaging were regulated

for delivery transportation of hazardous chemicals used for reagents. In addition, 64 hazardous chemicals were

prohibited for delivery transportation. These are designed to prevent transportation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chemicals for reagents and thus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transporters who handle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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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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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

방하고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및 화학사고에 신속

하게 대응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

호하기 위해 2015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

다. 국내 화학 산업규모는 세계 5위이고, 매년 200~

4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시장으로 유입되며 약 4만

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는데, 이 중 유해성이 확

인된 화학물질이 15%에 해당된다. 최근 잇따른 화

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의 안

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1-3) 특히 화학

사고 통계4)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운반차량사고는 113건으로 연도별로 평균 20건 이

상의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화학사고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피

해정도와 범위가 상당히 크고 복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화성, 독성, 부식성 등 물

질성상에 특화된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규정하였다.

화학사고에 대한 사고물질을 살펴보면 염산, 질산,

과산화수소, 암모이나, 황산, 가성소다의 순으로 독

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로 보고되었다. 운송차량이

전복되면서 지면과 충돌하여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

고, 사고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여 유출물질이 물과 반

응하여 가스가 발생되면 2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5)

운송 중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주로 고속도로 및

인근 국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운송사고

의 원인은 탱크로리 운반차량으로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화학물질에 노

출되면 기침, 천식, 화상 등 가벼훈 호흡기계 질환

및 피부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심각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7,8)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으로 규정한 내용 중 유

해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우편 또는 택배운송을 금

지하였으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의 견

본품에 한해서는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

되어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택배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2017년 5월에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2018년 8월 택배회사 물류창고에서 운송물로 위

탁받은 연구용 유해화학물질 이황화탄소 1리터를 택

배차량으로 옮기던 중 누출되어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택배 운반자가 화상과 가스

흡입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법 개정 후 시

행이 되었으나, 실효성있는 법적체계 마련이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시약이 택

배운송은 가능하지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 견본품이더라도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이더라도 택배운송 시 안전한 용기와 포장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

황에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소량 견본품이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건

씩 택배운송업체를 통해 운반되고 있으므로 유해화

학물질 시약 및 소량 견본품에 대한 택배운송 시 환

경 및 운반자 안전관리 등을 고려한 안전용기 및 포

장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사업장의 택배운송 시 안전한 내부와 외부 용기

및 포장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택배운송 환경 및

운반자 안전관리 등 사업장 현실을 반영한 유해화학

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을 제정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II. 연구방법

1. 유해화학물질 구체적인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2019-14호)로서 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의 하위 고시 규정에 해당

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항목을 취급시

설의 유지·관리, 보관·저장, 상·하차, 용기·포장, 운

반 등 관리 및 시설,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으로 범주화하여 목록화하였다.

2. 국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현황분석

2017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14,957개소 중 시약 판매업 대

상사업장 476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입·판

매하는 다국적 기업, 시약 제조·판매사업장 4개소,

물류센터 2개소를 방문하여 취급규모, 용기, 포장,

발송현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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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화학물질 운송관련 특성분류 및 취급기준 분석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택배운송과 관련된

화학물질에 따른 물질별 분류기준과, 물질별 분류결

과에 따른 용기규격, 내·외부 포장기준 등의 운송

취급기준을 조사하였다. 미국은 미국우편공사(United

State of Postal Service; USPS) “유해, 제한된 또는

부패가 쉬운 우편물” 세부규정(Publication 52.

Hazardous, Restricted, and Perishable Mail), 일본

우편법15) 제12조 우편금지제품 등 유해화학물질 우

편, 택배 관련 규정, 유럽연합(EU)은 UN 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송금지 여부,

CLP (Regulation (EC) No 1272/2008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요구 사항에 따른 포장용기, 다중 포

장 및 운송 지정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국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현황

2017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제출한 업체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14,957

개소 취급량은 190,070천 톤이며, 유해화학물질 판

매사업장 6,160개소 사업장에서 시약 판매업은 476

개소로 취급량은 425천 톤으로 전체의 0.2%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약 제

조업체에서 직접 발송 건수는 연간 4천 건 내외이며,

시약 용기는 100, 50 g, 0.75 mL 등 소용량의 직수

입 시약을 취급하였다. 시약 제작사 규정에 따른 용

기규격, 뚜껑, 실링 포장하였고, 포장은 완충비닐, 완

충재, 및 자체 제작한 외부상자를 사용하여, 외부상

자에 ‘취급주의’를 표시하여 시약 제품을 판매하였

다. 시약을 제조하여 판매업체에서 위탁 발송하는 경

우,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200종 내외로 판매하고 있

으며, 취급 용기로는 100, 500 mL, 1 L의 소용량에

서 4, 18 L의 대용량 시약까지 보유하였다.

유해화학물질특성에 따라 시약 용기를 직접 제작

하였고, 인화성, 가연성, 부식성 등을 고려한 자체포

장 기준에 따라 밀봉포장 및 이격거리가 유지되는

외부상자를 사용하였다. 시약 제품을 제조 또는 수

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약 제조업체에서

직접 발송하는 시약 용량은 최소 1 g에서부터 18 L

이상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되었고, 용기 재질은

고체물질은 폴리에틸렌병, 액체물질은 유리광구병에

담아 취급하였다. 고체시약은 외부상자 내부에 칸을

분리하여 담은 후 운송하였으며, 액체 시약도 마찬

가지로 외부상자 내부에 칸막이하여 흔들리지 않도

록 넣고, 견고한 칸막이와 외부박스 상자 간의 완충

간격을 부여해주었다. 또한 캔 용기의 제품은 질석

으로 충진하고 밀폐시켜 외부박스에 넣고 운송하였

다. 질석충진 포장제품은 작업 시 인력 및 시간이

일반 포장에 비해 7~8배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수입제품을 물류센터에서 보관·저장 후 판매하는 사

업장의 경우, 시약 제품을 전량 수입하며, 수입제품

파손 및 고객사의 신속한 요청으로 특정 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운송되었다. 용기 크기는 4 L 이하의 소용

량부터 20~25 L의 대용량까지 다양하였으며, 유엔유

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규정에 따

른 용기규격, 뚜껑, 및 실링포장하여 수입되었다. 소

량 용기의 경우 1차 포장을 흡착재로 감싸고 플라

스틱 용기에 넣은 후 2차 포장으로 비닐에 완충재

를 넣어 밀봉시키거나 자체 제작한 스티로폼을 넣

고, 3차 포장으로 외부 상자에 화학물질 분류표시

라벨을 부착하였다. 시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

매하는 사업장의 물류센터의 시약은 전량 수입되어

소분하여 재포장 없이 수입제품 그대로 물류센터에

저장된 후 특정업체에서 택배로 운송되었다. 제품은

비위험물, 인화성, 산화성, 독성, 제한물질, 물 반응

성으로 분류되며, 온도 또한 상온, 냉장, 냉동, 저온

Table 1. Status of hazardous chemical reagent sales in Korea

Classification Number of business Handling quantity (thousand ton)

Total 14,957 190,070

Business of sales 6,160 54,201

Business of entities with business permission for reagents 476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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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초저온냉동으로 분류되어 저장되었다. 다양한

용량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질의 유해성에 따

라 부직포, 완충비닐, 완충재로 포장하였다. 과거에

는 질석을 완충재로 사용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의 어

려움이 있어 현재는 스티로폼 또는 에어쿠션, 종이

등으로 대체하여 포장하였다. 용기포장은 4 L×4 EA,

1 L×10 EA, 18 L 폴리에틸렌 말통, 18 L 캔으로 포

장하며, 1, 4, 18 L 폴리에틸렌 용기 및 캔 용기로

판매하고 있다. 제조·판매되는 시약 용기규격은 다

양하며, 외부상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 기

준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고, 포장은 완충비닐, 스티

로폼을 넣어 포장하고, 특히 산류 시약은 완충 비닐

로 개별 포장하였다. 물질 성상에 따라 외부상자 내

부에 칸막이를 나누어 넣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

한 칸막이와 외부상자 간의 완충간격을 부여하였다

(Fig. 1). 용기용량을 10 kg 이내로 제한하거나 흡수

제 추가에 따라 별도 포장단위 및 재포장 공정이 추

가됨으로써 작업인력 및 공정 추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최대포장 단위

를 18 L로 고려하여 제품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대

학 실험실 및 연구소 고객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제

도의 반영을 요청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조항에 대한 체계적 정비

2.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검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

준을 범주화하고 항목별 내용의 중복성, 모호성 등

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46개 항목으로 나열

되어 있는 취급기준을 5개 범주로 분류하여 총 40

개 항목으로 재정비하여 2020년 5월 30일에 시행되

었다. 주요 5개 범주는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화

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보관·저장, 상·하차 및

용기·포장, 운반으로 구분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제거 또는 문구 삭제를 통해 취급기준(안)

을 정비하였다(Table 2).

3.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운송 시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마련

3.1. 내부 용기·포장 기준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용기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

였고, 시약 취급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기준을 마련하였다. 판매사업장에서 물질별 내

부 용기용량을 분석한 결과, 인화성 가스는 1 mL

~2 L, 인화성 액체는 5 mL~20 L, 그 외 화학물질은

2 mL~30 kg의 용기현황을 적용하였다. 또한 미국 우

편공사의 용기용량 제한규정에 따라 인화성 가스

1 L, 인화성 액체 최대 3.78 L를 반영하였고, 화학사

고 즉시 신고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신고 기준’을 참고하여 용기용량 제한기준을 설정하

였다. 용기용량 제한하기 어려운 물질은 규격화되어

있는 포장 기준을 토대로 포장용적 제한기준으로 설

Fig. 1. Examples of Packaging of reagents according to Chemical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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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판매시약의 물질특성 및 용기용량이 매우

다양하여 물질특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시약운송의 안전관리를 고려한 용기용량 기준을 마

련하였다. 물질특성별 내부 용기용량은 인화성 가스

1 L 이내, 인화성 액체 5 L 이내, 및 그 외 유해화학

물질 18 kg 이내로 규정하였다.

시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

부압력을 받아도 시약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

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용기 외

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며, 시약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

에틸렌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약물질의 성

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택배운송 시

외부 충격에 부딪혀 파손되지 않은 견고하고 내열

성, 내산성, 내수성이 강한 붕규산유리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시약물질이 열과 온도에 민감

하거나 물 또는 산류 등과 반응하여 독성가스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내열성 용기 및「고압가스 안전관

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내부 용

기의 포장은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하기 위

해 유해화학물질 시약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

에틸렌 계열 등의 포장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외부 용기·포장기준

외부 용기포장의 경우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

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

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 파손 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 용기

의 빈 공간 없이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야 한다. 내

부 용기 파손 시 시약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

해 누출물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흡수재를 충

분히 넣어서 포장하여야 한다. 외부박스 내의 완충

재 및 포장기준은 미국 우편공사 위험 등급별 상세

포장기준 및 국내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규정하였

다. 시약을 택배로 운송 시 박스 내 흔들림 없이 고

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1차 유·누출을 예방하기 위

한 완충재 및 흡수재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미

국 우편공사에서 규정한 포장등급 2A의 경우 충격

을 흡수하고 손상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완충재가 1

차 용기를 감싸야 한다로 제시되어 있으며, 포장등

급 3B의 경우 파손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누출을 흡

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흡수재를 사용하고 완충재

는 1차 용기를 감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소량

의 시약을 내부 용기·포장을 완료한 내부 용기를 묶

음으로 외부박스에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내부 용기

의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시 상호반응으로 열 발

생, 독성가스 발생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

학물질은 묶음포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

Table 2. Handling standards related to transportation among hazardous chemicals by CCA Article 13

Classification Handling standard

Transportation

IV. Do not send harmful chemicals by email or courier. However, the following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excluding substances that are explosive, flammable, or highly inhalation toxic and 

have been notified by the Director of the Chemical Safety Agency) are stipulated in the Chemical 

Substance Safety Notice: Not so when sending by courier.

i) Reagents for testing/research/inspection

ii) A sample product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 use, etc., not 

for the purpose of sale, but by a business establishment that has received a business license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or has declared a harmful chemical substance reagent sales 

business

V. Do not place harmful chemicals next to the driver's seat of the vehicle or the girder on which 

passengers ride, always transfer them to the designated cargo compartment and cover the luggage 

compartment cover.

VI. When transferring harmful chemicals, ensure that chemical vapors and gases do not leak into the 

atmosphere.

VII. Take measures to prevent fire, explosion, spillage or leakage that may occur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s.

VIII. Make sure there is no dust flying off when transferring solid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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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택배 운반자의 운송 시 취급안전을

반영한 외부상자의 최대 용기 용적 기준은 가로·세

로·높이 합산 130 cm 이내로 설정하였고 가로·세

로·높이 중 어느 한 변이 60 cm를 초과할 수 없는

포장규격을 제시하였다.

3.3. 외부 물질취급표시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외부박스의 물질취급표시는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내부 용

기 표시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용기·포

장용량에 따라 물질취급표시를 해야하는 크기가 정

해져 있는데, 5 L 미만은 용기·내부포장의 상하 면

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으로, 5 L 이상

50 L 미만은 90 cm2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그림문자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색상은 전체크기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내부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

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

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

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외

부 용기 표시는 옆면에 국제연합번호 또는 그림문자

를 표시하고, 뒷면은 유해화학물질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크기는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cm 이상으로, 4톤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옆

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cm 이상으

로 해야 한다. 그림문자는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6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항공안

전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색상은 테두리와 글자는 검정색으로,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국제연합번호의 바탕

은 주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표시위치는 양 옆면과

뒷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Table 3).

Table 3. Handling guideline for containers and package in delivery transportation of hazardous chemicals used for

reagents delivery service standards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Notice 2019-14)

Classification Handling guideline

Inner container

packaging

Article 4 (Inner container and packaging) (1) The inner container that is in direct contact with harmful 

chemical substances such as reagents is strong so that the substance will not be printed or ignited even 

if it receives external pressure of heat, and the contents leak outside. It must be able to be sealed so 

that it does not. ...

1. Flammable gas: Within 1 L

2. Flammable liquid: Within 5 L

3. Othe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Within 18 L

External

container

packaging

Article 5 (External Container and Packaging) (1) Put the external package in a solid box to which a 

partition wall or fixed styrofoam is fixed and connected, and the internal containers should not collide 

with each other or be damaged by collision. ...

(4) The volume of the external package that can be sent by courier such as reagent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within 130cm by adding the length, width, and height, and cannot 

be changed or exceed 60cm.

Handling sign

for Hazardous

chemicals

2) Form size: The length of the four sides of the horizontal pictogram must be 20 cm or more, a=10 cm 

or more, b=25 cm or more, c= 20-30 cm, d=80-100 cm. However, for vehicles of 4 tons or less, the 

lengths of the four side pictograms on each side shall be 12 cm or more, c=12 cm or more, and d= 

50 cm or more. ...

3) Character size: The height of the letters of the United Nations number must be adjusted to be 65% 

or more of the height of the entire frame.

Prohibited

chemicals

Hazardous chemical reagents and samp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zardous chemical reagents, 

etc.”) that contain explosive, flammable, or highly acute inhalation toxicity harmful chemicals are 

delivered by courier. Table 1 shows th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hat ar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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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

미국 우편공사에서 운송 금지물질, 폭발물 및 독

성가스 등 국내·외 우편 금지물질 1,775종 중 200

종을 선정하였다. 운송 금지물질은 건강, 안전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물

질로 감염성물질,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을 채택하였

다. 또한 국내 유해화학물질 GHS 분류기준의 폭발

성, 급성흡입독성 구분1~구분3에 해당되는 물질 970

종을 선정하였다. 이 중 국내 유통여부를 확인한 결

과 미유통물질 50종과 급성 흡입독성 구분3에 해당

되면서 연간 판매량이 1톤 이상인 물질 7종은 제외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택배운송 금지물질

Table 4. Hazardous chemicals regulated as prohibition list for delivery transportation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Notice 2019-14, article 3]

Classification
Hazardous chemicals (64 species) regulated as 

prohibition list for delivery trasportation
Classification

Hazardous chemicals (64 species) regulated as 

prohibition list for delivery trasportation

1 Carbon tetrachloride 33 Triethylamine

2 Methylhydrazine 34 Methanesulfonyl chloride

3 Methyl bromide 35 Methacrylonitrile

4 Carbon disulfide 36 Ethylenimine

5 Ethylene oxide 37 Trifluoroacetyl chloride

6 Methyldichlorosilane 38 Carbon monoxide

7 Propylene oxide 39 Hexamethylene diisocyanate

8 Methyltrichlorosilane 40 tert-Butyl isocyanate

9 Trichlorovinylsilane 41 Dichlorosilane

10 Hexachlorocyclopentadiene 42 Crotonaldehyde

11 Dimethyl sulfate 43 Picric acid

12 Tetraalkyl lead 44 Titanium tetrachloride

13 Chloroaceticacid 45 Trifluoroborane

14 Toluene diisocyanate 46 Ammonia

15 Methyl chloroacetate 47 Phosphorus trichloride

16 Furfural 48 Bromine

17 Benzyl chloride 49 Fluorine

18 Phenylhydrazine 50 Chlorine

19 Tributylamine 51 Germane; Germanium tetrahydride

20 Epichlorohydrin 52 Hydrogen sulfide

21 Acrolein 53 Silicon tetrafluoride 

22 Allyl chloride 54 Phosphine

23 2-Chloroethanol 55 Trichlorosilane

24 Propiononitrile 56 Phosphorus oxychloride

25 Acrylonitrile 57 Phosphorus pentachloride

26 Allyl alcohol 58 Chlorine dioxide

27 2-Propyn-1-ol 59 Nitric oxide

28 n-Propyl chloroformate 60 Boron trichloride

29 n-Butylamine 61 Diborane

30 Malononitrile 62 Inorganiccyanide compounds]

31 2-Butyne-1,4-diol 63 Arsenic

32 Di-n-butylamine 64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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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종을 선정하였다(Table 4). 우편공사 운송 금지물

질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을 선정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금지물질 선정 기준을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

학물질 GHS 분류기준으로 폭발성 물질 및 독성 물

질에 해당하는 물질 중 급성 흡입독성 물질(구분1~

구분3)을 포함하였다. 흡입독성 구분4에 해당하는 물

질의 경우 신호어가 “경고”에 해당하므로 물질 목록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내 금지물질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행정규칙인 화

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

학원 고시 제2020-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

항에 따른 분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류기준 중

폭발성에 해당되는 물질, 인화성에 해당되는 물질(고

체 제외), 급성흡입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 중 일부

택배로의 발송을 금지시켰다. 선정된 물질 중 국내

유통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유통이 되지 않는 물질은

금지물질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2016년도 기준 화학

물질 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유통여부

를 확인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물질 중에서 판매량

이 1톤 이상인 물질은 제외하였고, 화합물질에 포함

되는 무기시안, 비소, 수은 화합물은 통합하였다. 현

황조사를 진행한 시약업체를 기준으로 업체의 2016

년도 통계조사 및 2017년도 실적보고 판매량 결과

를 확인하여 택배 금지물질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유

해화학물질별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화합물 통합 작

업을 이행하였다(Fig. 2).

IV. 고 찰

본 논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시약과 소량의 견본

품의 택배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화학물

질안전원 고시로 마련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또

는 소량 견본품은 수도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업 차량비율이 80%로 빈번하지만, 원거리 지역은 기

업 경제성을 고려하여 택배로 운송되는 사례가 20%

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

이 소량이더라도 구체적인 용기·포장규정 없이 운

송 시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열 독성가스 발

생 등으로 효과적인 차단이 어렵거나, 유해화학물질

간 상호반응으로 인한 택배 운반자 또는 주변 환경

및 지역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

배운송의 취급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SPS

transportation ban

(8 types)

· Eight out of 255 USPS prohibited substances are selected

※ Prohibited substances

: For substances that cannot be transported under any circumstances and are mainly suspected 

of explosive or sensitive to shock, temperature and friction

▼

USPS prohibited 

substances

(200 types)

· 192 out of 1,775 kinds of USPS domestic and foreign prohibited substances (explosives, toxic 

gases, etc.)

※ Domestic and foreign postal prohibited substances

: Infectious substances, radioactive substances, batteries, dangerous substances, etc., for 

articles or substances that can pose an unreasonable risk to health, safety and property

▼

Domestic GHS 

classification

standard

(139 types)

· GH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in the corolla law Explosive, 

acute inhalation toxicity (Category 1 to 3), etc.

 (※ Acute inhalation toxicity Category 1 to 3 is “danger”, Category 4 is “warning”)

· Selection of 139 types corresponding to 200 USPS prohibited substances

▼

Excluding domestic

undistributed

substances

· Undistributed substances: 50 types

· Substances with acute inhalation toxicity category 3 and sales of 1 ton or more: 7 types

· Inorganic cyanide compound, arsenic compound, mercury compound integration: 18 types

▼

All 64 types selected

Fig. 2. Procedures to select prohibition chemicals for delivery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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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목적이 제1

장 1조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의 위해를 예방,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화학물

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을 명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및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은 화

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된 구체적인 용기·포장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

택배 운반자가 택배운송 취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내부

용기·포장은 시약물질의 성상에 따라 열, 외부압력,

및 화학적 반응에 따라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내부

용기용량은 택배발송이 가능하도록 인화성 가스를

1 L 이내, 인화성 액체를 5 L 이내, 그 외 유해화학

물질을 18 L 이내로 제한하였다. 본 규정이 시행되

기 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

봉하는 견고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구

체적인 포장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유해화학물

질 운송차량 사고가 국내 화학사고의 21%를 차지하

고 있어 소량이라도 적재하거나 차량 전복사고가 발

생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운반용기의 유·누

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용

기·포장 또한 운송 안전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택배

운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택배 운반자가 운송

또는 이송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아

울러, 유해화학물질 시약 취급사업장의 자동화시스

템에서 분류되는 택배규격을 한 면이 1 m를 초과되

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어 국내 현실을 반영한 운반

자의 취급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학물

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

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보건학적 중점관리물

질로서 특히, 이들 물질의 특성과 물질 간의 상호

반응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간의 상호 반응이

없는 제품의 내부 용기는 과대포장의 우려를 감안하

여 하나의 포장박스 안에 묶음포장이 가능하도록 규

정을 완화하였지만, 반대로 유해화학물질 간의 상호

반응이 있는 제품끼리는 운송 시에 인화성, 가연성

등의 화학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묶음포장이 불가능

하도록 택배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유해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외부박스의 취급표시는 택배

운반자의 사고로 인한 피해와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유해·위험성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등의 물질취급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

전에 택배운반자의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운

반자가 잘 숙지하여 취급을 안전하게 하고 유·누출

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

정을 마련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

중 택배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 64종의 선정

으로 폭발성, 인화성 및 급성흡입독성을 가진 유해

화학물질은 택배운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사전

예방적 취급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유해화학물

질 시약의 택배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화

학물질안전원 고시로 2019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이

를 위해 2017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자료를 토

대로 국내 시약업계 유통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약 판매업 대상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

현실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에 대한

내·외부 용기 포장, 물질 취급표시, 택배운송 금지

물질(64종) 목록을 선정하여 택배운송의 안전용기 및

포장 규정을 마련하였다. 내부 용기·포장은 시약물

질의 성상에 따라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용기사용을 규정하였고, 화학사고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내부 용기용량 또한 제한하였다. 외

부 용기·포장은 택배 운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규격을 정하였고, 외부포장

은 유해화학물질 간의 상호 반응 및 과대포장의 우

려를 감안하여 묶음포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택배운

송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사전 예방적 취급안전관

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전예

방적 취급안전관리를 위한 택배운송 시 금지물질(64

종)을 지정함으로써 택배 운반자에 대한 취급안전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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