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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이 환경호르몬에 휩싸여 있다. 오늘 입은 새 옷에는 구김방지

를 위해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 있고, 매일하는 설거지 세제에는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가 들어 있다. 이것은 자연으로 방출되면 분해산물로 독성이 큰 알킬페놀류를 생성하게 

된다. 둘러보면, 환경호르몬물질의 위협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하나하나에서 

발견된다. 환경호르몬물질에 대한 위협은 1996년 테오 콜본의 도둑맞은 미래(Our

Stolen Future)가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인지되었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내분비교란물질1)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어떤 물질이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5M3C8A6A06012442).
**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法博, 행정법 법정책학 hoyongr@hanyang.ac.kr
1)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보다는 내분비교란물질이라는 용어가 물질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더 정확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호용, “미국의 내분비교란물질 

규제제도로서 내분비교란물질선별제도(EDSP) 연구” 한양법학 28(1), 한양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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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인지 여부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통해 판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는 5단계 시험법을 사용하며, 후술하는 미국의 내분비장애물질스크리닝프로그램

(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 이라 EDSP라 함)는 내분비장애물질로

서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Tier1(screening)단계과 그 물질의 영향과 유해성을 평가하는 

Tier2(testing)의 2단계 시험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면 양자의 구조는 비슷하

다. 5단계 시험법의 경우에도 자료 검토와 시험관·동물시험 등 1~4단계 시험에서 ‘환경

호르몬 성질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5단계 시험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호르몬 성

질 유무’를 판단하는 1~4단계 시험과 해당 물질이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 내분비계에 어

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종합평가하는 5단계 시험의 두 그룹으로 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리스트는 없

다. 환경호르몬 후보물질 선정은 WWF(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 EPA(미국 환경보호

청), 일본 후생노동성 등 여러 기관에서 이뤄졌다. 리스트에 포함된 물질도 대부분 내분

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일 뿐 내분비계 장애가 명확하게 증명되진 않았다. 민간단체

인 WWF는 67종의 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60여 종

의 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선정했다. 미국의 EPA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목록 작

업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 주(state)마다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환경호르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환경호르몬에 대

한 규제수준은 EU보다 약하지만 많은 부분 EU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산업계에

서 미국의 지배력은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해 어떤 정책과 법

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다른 규제의 경우와도 마찬

가지지만 규제가 설정될 때에는 관련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public com-

ment)이 제시되기도 하며 미국화학협회에서는 여러 건의 규제 반대의견을 내기도 하고 

유해물질 지정에 대한 취소를 제소하기도 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환경호르

몬 규제는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품 안전을 위한 소비자보호 관점과 과도한 규제에 의한 화학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산업보호 관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환경호르

몬 물질과 그 함유제품의 관리 정책과 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149-150쪽) 하지만 이 연구의 과제제목에서 환경호르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논문

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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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보호국(EPA)에 의한 환경호르몬 물질 관리정책

1. 서

미국의 환경호르몬 관리 정책은 물질 규제보다는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 규제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즉 어떤 물질이 환경호르몬 물질인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현

재도 조사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결론적으로 아직 명확히 환경호르몬과 그 영향을 구체

적으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환경

호르몬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제는 없으며, 독성물질관리를 위한 일반법제인 독성물질규

제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2)을 비롯하여 연방 살충제․제초제․구

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음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식품품질보호법(FQPA; ; Food Quality Protection Act), 자원보존회복

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등과 같은 연방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며 또 각 주마다 법률에 의해 제품별 혹은 물질별로 규율된다.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라 함)에 의한 화학물질 

규제는 당해 화학물질이 제공하는 편익, 대체물질의 가능성과 존재, 화학물질의 제한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리스크에 대한 

규제수단은 최소한의 부담(있다(the least burden some restrictions)3)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이다.

2. EPA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환경호르몬 물질 관리 정책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체계는 EPA가 수립한 독성물질규제법(TSCA) Work

Plan에 따르고 있다. TSCA Work Plan은 위해성 대상 물질 83종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위해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4) 이와 함께 Chemical

Action Plan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노출 및 

2) TSCA는 1976년 시행 후 2016. 6. 22.에 40년 만에 개정되었다. 수정 TSCA는 연방법전

(Code of Federal Law)의 TITLE15 CHAPTER 53- TOXIC SUBSTANCES CONTROL
에 수록되어 있으며 TSCA의 수정법은 LCSA(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이다.

3) 15 U.S.C. §2605(a).
4)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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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정보,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위해 물질 관리 현황을 수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

후의 위해 저감 방안을 제안하는 체계이다.5) Chemical Action Plan은 화학물질의 위

해 저감 조치를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체계가 아니라 관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정

보와 현황을 수집 관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6)

미국에서 환경내 외인성 화학물질의 에스트로겐 관련 영향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에  더욱 

집중되고 강화되었으며, 환경내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남성의 정자수가 감소되었다는 보

고서 등 남성의 생식력 약화, 비정상적인 성적 발전 등의 이슈는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은 EPA를 중심으로 환경호르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EPA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

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그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 즉 내분

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암, 성장, 생식, 면역, 신경 등 인간의 건강에 미치

는 영향과 동물의 성장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환경호르몬 연구 초기(1990년대)의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PA 연구개

발국(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ORD)에서는 1994년 내분비계 장애물

질을 위한 ORD 연구계획서 발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위험성 평가 포럼’, 내분

비계 장애물질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 개발 발간, 1995년 내분비계 장

애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한 바 있다. 1997년 2월에

는 그 동안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특별

보고서: 영향 평가 및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출간 목적은 

현재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된 각종 연구 현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현

재 미국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악영향에 대한 

각종 연구 결과들, 농약 등록자료,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 등에 기초를 두어 작성되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가 법제에 반영된 것이 바로, 1996년 식품질보호

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 : FQPA)과 음용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 SDWA)이다. 이 법에서는 EPA에 적절하게 확인된 시험법과 기타 과학적 자료를 

5)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 2018-03-02.
6) 서양원, 박정규, 위해성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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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물질이 인간에게 천연 에

스트로겐과 동일한 효과를 발현하는지, 또는 기존의 알려진 효과와는 다른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는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법의 요구에 부응하여 EPA는 1996년 내

분비교란물질 스크리닝 및 시험 자문위원회(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and

Testing Advisory Committee : EDSTAC)를 구성하였다.7) 이 위원회에서는 제초제,

살충제 및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의 잠재적 내분비계장애유발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이 EDSTAC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의 

권고8)에 따라 내분비교란물질의 선별(screening) 및 시험(testing)에 관한 EDSP가 

실시된 것이다.

Ⅲ. 내분비장애물질스크리닝프로그램(EDSP)과 환경호르몬 물질 

관리법제

미국의 환경 호르몬 물질 관리는 EDSP로 대표된다.9) 내분비장애물질스크리닝프로

그램(ESDP)의 근거법은 식품품질보호법(FQPA)과 식음수안전법(SDWA), 연방살충

제 살균제 살서제법(FIFRA) 및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FDCA) 등이다.

EDSP는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에 공통으로 작동하는 호르몬 계통 중 에스트로겐계

(E), 안드로겐계(A), 갑상선호르몬계(T)(보통 이를 EAT계라고 통칭함)에 대한 영향력 

있는 물질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선정한다. ESDP는 2단계로 나뉘는데, Tier1(잠

재성평가)에서는 내분비계와 상호작용이 의심되는 물질을 특정함, 즉 내분비계 상호작

용을 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구분하며, Tier2(유해영향확인)에서는 Tier1에서 

특정된 상호작용의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영향을 반영하여 용량-반응 관계를 

확인한다. 따라서 Tier1을 screening, Tier2를 Testing 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

7) 여민경, 환경호르몬의 영향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2-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1쪽.

8) 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 TESTING ADVISORY COMM., 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AND TESTING ADVISORY COMMITTEE (EDSTAC)
FINAL REPORT—EXECUTIVE SUMMARY (1998), http://epa.gov/endo/pubs/ed-
stac/exesum14.pdf. 2018-03-02

9) EDSP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용, “미국의 내분비교란물질 규제제도로서 내분비교란

물질선별제도(EDSP) 연구” 한양법학 28(1), 한양법학회, 2017, 147-181쪽; 윤혜선, 오승은,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1),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6, 1005-10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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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에는 제1회차 ESDP 대상물질이 선정되었다. Tier1 대상물질로 잔류성이 강

한 67종의 화학물질(농약활성성분 58종, 농약불활성성분 9종)을 내분비교란물 의심물

질로 스크리닝 대상 물질로 지정하였으며,10) 이중 실효된 농약 재등록 신청이 없는 물

질 등을 제외하고 52개 물질에 대해 Tier1 실시하였다. 2015. 6. 30. Tier1 결과를 공

표하였는데, 이것은 1999년 ESDP 설치이후 최초의 결과공표였다. 그 결과는 EPA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개 물질은 내분비경로에 작용하는 증거 없음

② 14개 물질은 1개 이상의 내분비경로에 작용

③ 18개 물질은 갑상선에 작용하면서, 이중 14개는 안드로겐에 작용/ 17개는 에스트

로겐에 작용. 다만 이 18개 물질도 내분비교란물질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Tier2는 Tier1 이후 4년간 데이터를 생성하여 그 후 1년간 데이터를 분석․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Tier2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중이며, 2020년 이후에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제2회차 ESDP 대상물질이 선정되었다. 음료수오염물질로서 

68개 물질, 농약 41개 물질, 합계 109개 물질이며, 아직까지는 선정작업만 완료된 상태

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직 내분비교란물질로 특정하기 위한 확인작업(EDSP)

이 종료되지 않아 내분비교란물질로 지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일반적 규제는 존재한다. TSCA는 개발 및 생산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manufacture, 수입 포함), 가공(process), 유통(distribute

in commerce), 사용(use) 및 처분(dispose) 과정에서 노출로 인한 인체피해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방법으로는 

사전제조신고(PMN; Pre-Manufacture Notification), 중요신규사용규칙에 따른 중요

신규사용신고(SNUN; Significant New Use Notification), 평가(testing) 요구, 위해 

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정보제공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11)

10) Final List of Initial Pesticide Active Ingredients and Pesticide Inert Ingredients to
be Screened, 74 Fed. Reg. 17,579, 17,579 (Apr. 15, 2009)

11)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의한 규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용 박선아,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법과정책연구 17(4), 한국법정책

학회, 2017, 36-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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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 규제법제

1. 화학물질 규제 관련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1) 서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 있다. 원래 미국에서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는 소위 선점이론

(preemption)12)에 의해 설명된다. 즉, 미연방헌법 제6조의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명시적으로 모순되거나 연방법의 입법취지에 어

긋나는 주법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또 이에 따라 연방법에서 주법의 규정을 명

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연방주의(federalism)하에서 연

방과 주간의 협력적 권한배분 및 주의 자치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미연방헌법 제10조에 따라 연방의 권한은 주 및 국민에게서 위양받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방법에 의한 금지사항 이외의 것은 연방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주헌법이나 주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법과 주법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화학물질관리규제는 독성물질규제법(TSCA)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등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과 각 주가 주내에서 판매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주법에 의

한다. 그 때문에 화학물질관리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에 더하여 판매법인 주

법의 규제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연방법은 최소한(minimum)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대개 주법이 연방법보다 강하며, 연방법이 주법보다 약한 경우에 연방법은 작동하

지 않는다.

2) TSCA와 Prop. 65의 관계

미국에서는 국가 전체를 공통적으로 규제하는 연방법인 독성물질규제법(TSCA)13)이 

12) 선점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http://www.moleg.go.kr/knowledge/
legislation;jsessionid=fJoNsV1TBaJr9cF0YQpjN3gBSY9UaRV1tbWrwDkPEnzn1bp
AHfbbt4w1lRiDrRxG?pstSeq=44148 2018-03-02

13) Congress, S. (2016).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Pub L 114–182 (114th Congress, 22 June 2016), https://www.congress.gov/114/pl
aws/publ182/PLAW-114publ182.pdf 2018-05-22 방문; TSCA는 2016년 6월 22일에 19
76년 시행 후 40년 만에 개정되었다. 수정 TSCA는 연방법전(Code of Federal Law)의 TI
TLE15 CHAPTER 53- TOXIC SUBSTANCES CONTROL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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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주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화학물질규제를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음

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Propition 65, 이하 Prop. 65라 한다) 을 두고 있다. Prop. 65

의 정식명칭은 캘리포니아주 1986년 안전음수및유해물질집행법(Proposition 65 :

Health and Safety Code : CHAPTER 6.6.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며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모

든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소비자제품규칙(SCPR)]이 시행되어 주의 유해물질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 DTSC)이 후보화학

물질의 선정 및 우선관리 제품의 특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TCSA Sec. 2617 (Preemption)에서는 주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Sec 2617은 

(e) (1) (A)에서 “2016년 4월 22일전에 주 또는 주의 행정기관의 법 규제에 따라 화학

물질의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사용과 폐기를 금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취해진 모든 

조치, 의무나 제정을 계속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Prop. 65는 TCSA Sec. 2617

에 의해 주법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2. 어린이 용품에서의 프탈레이트류 규제 

1) 어린이 용품에서 프탈레이트류 규제를 위한 연방법과 연방규칙

미국에서의 소비자제품에 관해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이나 그 개정법인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연방유해물질법(FHSA; 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에 

의해 규제한다.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14)은 특히 어린이 제품에 납과 프탈레이

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에 완구 및 육아제품에 대한 특정 프탈레이트 규제조항을 추가하고 연방유해물질규제법

(FHSA)에 납 함유 도료의 규제를 추가한 수정법이다.

미국 연방법에 의한 규제의 상세한 내용은 연방규칙(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ttee)가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기타 규제기준은 CFR인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산과 같은 화학물질,

14)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of 2008, PUBLIC LAW
110–314, (2008),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the
110th United States Congress, https://www.cpsc.gov/s3fs-public/cpsia.pdf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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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와 같은 혼합물, 자전거, 완구와 같은 제품(성형품)이나 특정 프탈레이트가 리스

트되어 있으며 각각의 제품에는 적용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특정프탈레이트에 관해서는 

Title15 Chapter47 Sec 2057c(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15)에 규칙이 있다

2) 미 연방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가.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의 개요

2007년 미국에서는 중국산 수입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어 어린이 제품 안전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다. 물론 이 제품은 대대적으로 리콜되었다. 이 사건을 계

기로 2008년 미 의회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을 제정하고 소비자제품안전위

원회(CPSC)로 하여금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다양한 규칙(CFR)을 정하게 하였다. 그

것이 Regulations, Mandatory Standards and Bans 16)이다.

이 법은 소비자제품의 안전기준강화 특히,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요구사항강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 품목은 12세 이

하의 어린이의 장난감 기타 어린이용 소비제품,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육아용품, 어

린이의 입에 들어가는 제품 등이고, 특히 이들 어린이 제품에 납성분과 화학성분 첨가제

인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완구, 식기구, 장판용품, 병원용

품, 전선의 피복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프탈레이트가 내분비교란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나. 주요 의무 사항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① 모든 사항이 안전규제에 부합할 것

② 제3자 의무 시험(third party testing),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등록 후 

승인을 받은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것(Mandatory third party testing for

certain children’s products)

15) CONSUMER PRODUCT SAFETY ACT of 2008, 15 U.S.C. § 2057c (2008), 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 Legal Information, Cornel
Law School, 200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2057c 2018-05-22.

16)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Regulations-Mandatory-Standards
-Bans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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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의 안전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발행(CPC;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행주체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④ 제품과 포장 모두에 추적이 가능한 라벨17)18)을 부착할 것,

라벨은 ㉠영어로 읽기 쉽게 ㉡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떼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

제조자명, 수입업체 정보, 제조일자, 제조장소, 제조번호(Batch number), Lot 번호

(원자재 묶음 단위) 등 생산자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동시에 부착해야 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 판매 시에는 수취인 부담 우편 엽서 동봉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관장하는 안전규칙, 표준, 규정 등의 적

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성인 및 어린이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

게도 인증서(GCC; 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19) 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준수시 제재사항으로는 요구된 인증서를 동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인증서가 동봉

된 경우 통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불법제품 유통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금고와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기업은 자발적 리콜(언론, 판매기록,

웹사이트 게재, 제품등록 카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대상 어린이제품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아동용 완구류(toy) : 12세 이하의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고안된 소비제품

② 육아용품(child care article) :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수면, 수유, 음식먹기를 촉진

하거나 빨기 또는 씹는 일을 돕기 위해 고안된 소비제품

③ 어린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toy that can be placed in a child’s mouth) :

완구 일부를 어린이가 입으로 가져가 빨거나 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한쪽 변의 

길이가 5센티미터 미만인 완구 또는 완구의 일부분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 또한 입에 완전히 넣지 않더라도 핥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17) CONSUMER PRODUCT SAFETY ACT of 2008, 15 U.S.C. 2063(a)(5) (CPSA)의 Section
14(a), (200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2063 2018-03-02

18) 추적라벨에 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tracking-label
2018-03-02

19) CPC(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미함유 

보증서임에 비해 GCC(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는 12세 이상 즉 비어린이용 

제품(일반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미함유 보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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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대상 프탈레이트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은 아동용 완구류 및 3세 이하의 육아용품의 프탈레이

트류에 관하여, 3종의 프탈레이트(DEHP20), DBP21), BBP22))에 대해서는 0.1%를 초

과한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판매목적으로 제조, 거래 유통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3)

또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및 3세 이하의 육아용품에 관해서는 3종의 프탈레이트

(DINP24), DIDP25), DNOP26))에 대해서는 0.1%를 초과한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판

매 목적의 제조, 거래, 유통 또는 수입에 대해 잠정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27)28)

그런데 이 잠정적 금지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에 관한 만성유해성자문위원회(CHAP;

Chronic Hazard Advisory Panel on Phthalates and Phthalate Alternatives)가 

20) di-(2-ethylhexyl) phthalate
21) benzyl dibutyl phthalate
22) dibutyl phthalate
23) (a) Prohibition on the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phthalates

Beginning on the date that is 180 days after August 14, 2008,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manufacture for sale, offer for sale, distribute in commerce, or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 any children’s toy or child care article that contains
concentrations of more than 0.1 percent of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dibutyl phthalate (DBP), or benzyl butyl phthalate (BBP).

24) diisononyl phthalate
25) diisodecyl phthalate
26) di-n-octyl phthalate
27) (b) Prohibition on the sale of additional products containing certain phthalates

(1) Interim prohibition
Beginning on the date that is 180 days after August 14, 2008, and until a final
rule is promulgated under paragraph (3),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manufacture for sale, offer for sale, distribute in commerce, or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 any children’s toy that can be placed in a child’s mouth or child
care article that contains concentrations of more than 0.1 percent of diisononyl
phthalate (DINP), diisodecyl phthalate (DIDP), or di-n-octyl phthalate (DnOP).

28)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이법 시행에 있어 이 규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집하였고 

이에 미국화학공업협회(ACC)가 규제안에 관한 코멘트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서 ACC는 ①
CPSC가 근거로 한 만성유해성자문위원회(CHAP)의 보고서 (2014년 7월 발표)에 사용된 

데이터가 최신의 것은 아니라는 점과 ②CPSC가 규제안을 제안하기 전에 CHAP의 보고서에 

관한 public comment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CPSC의 제안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을 표시하였다. 또 새로운 사용금지가 제안되고 있는 5종류의 프탈레이트 중 특히 

DINP(Di-iso-nonylphthalate)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이 물질의 노출 정도가 특별히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는 점 등을 이

유로 하였다. 그런데 이 ACC의 코멘트는 수용되지 않았다.



142 한양법학 제29권 제2집(통권 제62집) 2018.5

DINP, DIDP, DNOP와 그 대체물질의 어린이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하여 18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80일 이내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결과를 보고하

여 DEHP, DBP, BBP에 더하여 어떤 물질을 새로운 금지위험물질로 추가할 것인지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결과를 보고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만성유해성자문위원회(CHAP)의 완구류 및 

육아용품에 사용된 가소제에 관한 CHAP보고서 를 받아들여 2014년 12월 30일에 

CPSIA의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2018년 4월 25일 이후에 제조 수입된 제품

에 적용된다)

그 주요내용은 DINP는 금지물질로 두되, DIDP, DNOP의 잠정적 금지를 철회하였으

며, 이에 더하여 새로이 4종의 프탈레이트(DIBP, DNPP, DNHP, DCHP)를 금지물질

로 정하였다. 또한 종전에 DINP등은 육아제품과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의 경우에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 대상인 프탈레

이트류가 12세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나 3세 이하의 육아제품에 모두 공히 적용되는 바,

그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표-1> CPSIA에 의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규제

규제대상 프탈레이트류 현행 규제대상품목 개정후 규제대상품목

DEHP
(Di(2-ehylhexy1)phthalate)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DBP
(Dibutyl Phthalate)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BBP
(Butyl benzyl phthalate)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DINP
(Diisononyl Phthalate)

육아제품과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DNOP
(Di-n-octnyl Phthalate)

육아제품과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적용대상 외

DIDP
(Diisodecyl phthalate)

육아제품과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적용대상 외

DIBP
(Diisobutyl phthalate)

적용대상 외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DNPP (혹은 DPENP)
(Dipentyl phthalate)

적용대상 외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DNHP (혹은 DHEXP)
(Di-n-hexyl Phthalate)

적용대상 외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DCHP
(Dicyclohexyl Phthalate)

적용대상 외 아동용 완구와 육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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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의한 규제로서 경고장(LOA)과 리콜29) 

가. 개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규제하는 모든 제품에 관해서 규제에 의한 필수표준

에 위반이 있는 경우 경고장에 해당하는 LOA(Letter of Advice)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LOA를 통하여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내용을 보여주고 ①[향후 생산 교

정 correct future production CFP] ② [판매중지 후 향후 생산 교정] ③ [리콜, 판매

중지, 향후 생산 교정]등의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LOA에 따른 조언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법적 절차가 취해지며 벌칙이 적용되는데, 벌칙은 위반 내용에 따라 소비자제품

안전법(CPSA)나 연방유해물질법(FHSA) 등 CPSC가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의 벌칙이 

적용된다.

리콜은 위험성, 상품명, 사진, 형식번호, 수입자, 제조자명 등을 포함하여 CPSC가 공

개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은 [THE REGULATED PRODUCTS HANDBOOK]30)

에 있다.

공개내용은 사진 없이 발행일, 품명, 형식, 위반사항, 적용규칙, 교정 요구사항, 기업명,

주소, 해외제조자명, lot size(제조를 위하여 주문된 제품의 총수량), 원산지명 등으로 

한다.

나. 최근 LOA  발행 현황

최근(2015년 7월까지의) 4651건의 LOA 발행 상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현저

하지는 않으나 증가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최근 LOA 발행 상황31)

연도 2012(3개월) 2013 2014 2015(7월까지)

건수 466 1441 1670 1074

이 기간에 5건 이상의 LOA가 발행된 위반사항은 약 50항목이다. 위반 빈도가 가장 

많은 (worst) 5사항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프탈레이트류와 관련해서는 

추적라벨 부착의무 위반 및 특정 프탈레이트의 함유량 위반이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29) https://www.cpsc.gov/Recalls/Violations 2018-03-02.
30) https://www.cpsc.gov/s3fs-public/RegulatedProductsHandbook.pdf 2018-03-02.
31) https://www.cpsc.gov/Recalls/Violations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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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위반행위 유형별32)

순위 위반 행위 유형 건수

1 어린이제품에 납함유 (16 CFR 1500 적용) lead in children’s product 1628

2
12세 이하의 어린이용소비자제품에 추적라벨(tracking label) 요구 위반 

(15 USC §2063(a)(5) 적용) Tracking Label Violation
731

3
특정 프탈레이트의 함유량 위반 (적용 Title15 Chapter47 Sec 2057c)

Exceeds Phthalate Permanent Ban Limit
426

4
풀 기준 위반 (1404(c)(1)(A)(i) 적용)

Failure to install covers that meet ASME/ANSI
256

5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질식을 유발하는 소형부품위반 

(16 CFR 1501 적용) Small Part
233

제품의 원산지국 기준으로는 중국(3370건)과 멕시코(230건)이 월등이 위반 건수가 

많았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참고로 한국은 23건, 일본은 8건 등이다.

3. 식품의 기기 및 포장 용기에서의 BPA 규제 

1) 서

BPA의 유해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콜본(Theo Colborn)의 도둑맞은 미래; Our

Stolen Future: Are We Threatening Our Fertility, Intelligence, And Survival?

- A Scientific Detective Story) 에서 이다. 이 글 속에서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PC)에서 BPA가 용출되어 나오며 이것은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유사물질로 발견되

면서 유명해졌다.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 수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플라스틱의 

합성에 사용되고 있다. BPA는 항산화제 혹은 중합금지제로서 폴리염화비닐의 가소제로

서 첨가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영수증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의 현색

제(顯色劑)로서 BPA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수지는 

BPA를 원료로 중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BPA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플라스틱첨가제나 현색제는 BPA를 함유하는 것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FDA는 환경 NGO인 국가자원보호위원회(NRDC; National

Resource Defence Council)가 요청한 식품접촉제품 내 BPA사용금지를 기각 한 바 있

32) https://www.cpsc.gov/Recalls/Violations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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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BPA 사용금지를 위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이었다.33) 현재 미국에서는 FDA가 BPA에 관한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있으

며, 21 CFR part 17734)에의해 이미 젖병 등에 관해서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사용을 금

지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11. 10. 4. Toxin-Free Infants and

Toddlers Act가 발효되어 BPA가 함유된 아기 젖병, 유아용 음료컵이나 급식 도구 등

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13. 7. 1.부터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영유아의 젖병, 식기

에 한정하지 않고 주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병입 혹은 용기입 식품이나 음료의 용기나 그

것의 마개나 뚜껑에 대해 BPA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한 것은 2015.

5.11. BPA가 Prop. 65 리스트에 등재되면서 부터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수의 수원

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혼입방지를 목적으로 1986. 11. 주법인 proposition 65(안전 음

수 및 유해물질집행법)을 성립시켰다. Prop. 65에는 현재 약 960항목의 성분이 간이나 

생식독성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3) Prop. 65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규제

가. 개요

California Proposition 65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은 발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

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캘리포니아주법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지정한 특정 유해화학물질 특히 발암 도는 생식독성 유물물질

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거나 식수원으로 배출되는 것을 제한 및 금지한다. 지정된 화학물

질이 소비자 제품노출, 작업노출, 환경노출을 유발하는 경우에 경고(Warning)표시를 

의무화하여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시민의‘알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목록 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가 주목적

이라고 하기 보다는 발암  및 생식독성 유발 물질의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이 주목적라고 할 수 있다.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은 경고표시 및 배출금지 의무 적용 대상이며, 안전허용

기준(SHL; Safe Harbor Level)이 고시된 유해화학물질은 기준 이상의 노출이 예상되

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3)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0516 2018-03-02.
3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77 INDIRECT FOOD ADDITIVES:

POLYMERS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
cfm?fr=177.1580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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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Prop. 65 목록

Prop. 65 목록은 발암 및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생성 또는 합성된 

화학물질로서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유해평가국(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이 지정한다.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데이트되며 2017년 5월 27일 

기준 약 96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주요 관리 물질 목록은 접착제, 살충제, 음식, 약품, 염료, 각종 용제에 포함될 수 있

는 화학물질 또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자동차 배

기가스와 같은 부산물도 포함된다.

㈁ 목록 등재 메커니즘35)

목록 등재 메커니즘은 SQE, AB, FR, LC의 4가지로 분류한다.

①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을 지원하는 전문가위원회(발암성 물질 확인위원회)와 발달 및 

생식독성 물질 확인위원회) 중 한 위원회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발암 또는 생식독성

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 목록 코드에‘SQE (State’s Qualified Experts)’

로 표시 

②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정부기관 등이 발암 또는 생식독성 유발 물질임을 확

인하는 경우 : 목록 코드에 ‘AB (Authoritative Body)’로 표시 

③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관계기관이 발암 또는 생식독성 유발물질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청이 요청한 처방용 의약 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목록 코드에‘FR (Formally Required to be labeled or identified)’로 표시

④ 캘리포니아주 근로기준법(California Labor Code)7)에서 정한 발암 및 생식독성 

유발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인 경우(*1986년 최초 목록 생성의 주요 근거) : 목록 

코드에 ‘LC (Labor Code)’ 로 표시

㈂ 안전허용기준(SHL; Safe Harbor Level)

안전허용기준이란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이 발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시키지 

않는 최대 노출 수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고표시 및 식수원 배출금지 적용여부가 결

정된다.

① NSRL (중요하지 않은 수준의 리스크 수준, No Significant Risk Level, ㎍/day)

35) http://oehha.ca.gov/proposition-65/how-chemicals-are-added-proposition-65-list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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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 물질인 경우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8조. No Significant Risk

Levels (25805) : 70 생애에 걸친 노출대상자 10만 명당 암발생이 1 이하인 노출 

수준 

② MADL (최대 허용량 수준, Maximum Allowance Dose Level, ㎍/day) : 생식

독성 유발물질인 경우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7조. No Observable

Effect Levels (25703) : MADL은 NOEL을 1000으로 나눈 계산 값, NOEL은 

인간의 생식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노출 허용 수준 

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표시 및 식수원 배출금지를 적용한다.

<표-4> Prop 65. List 중 BPA 및 프탈레이트류 발췌

Chemical Type of Toxicity
Listing

Mechanism
CAS No.

Date
Listed

NSRL or
MADL

(µg/day)a

Bisphenol A (BPA) female SQE 80-05-7
May 11,

2015

3 (dermal
exposure
from solid
materials)

Butyl benzyl
phthalate (BBP)

developmental AB 85-68-7
Dec. 2,
2005

1200 (oral)

Di(2-ethylhexyl)pht
halate (DEHP)

cancer SQE 117-81-7
Jan. 1,
1988

310

Di(2-ethylhexyl)pht
halate (DEHP)

developmental,
male

AB 117-81-7
Oct. 24,

2003

Di-n-butyl
phthalate (DBP)

developmental,
female, male

AB 84-74-2
Dec. 2,
2005

8.7

Di-isodecyl
phthalate (DIDP)

developmental AB
68515-49-1/
26761-40-0

April 20,
2007

2200

Diisononyl
phthalate (DINP)

cancer SQE ---
Decembe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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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5. 11.에 추가된 BPA(CAS No. 80-08-7)는 여성에 대

한 생식독성물질이므로, MADL이 적용되며, 고체 상태에서 피부 노출(dermal ex-

posure from solid materials) 시 최대 허용량은 3(㎍/day)이다. 이것은 고체 상태에

서 피부 노출시의 경우의 MADL이므로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을 통해 

BPA가 구강에 노출될 경우의 MADL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36)

㈃ 노출 경고 표시 및 식수원 배출 금지 의무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은 The List에 고시되어 있으며, Prop65는 두 가지 규제 내용

을 둔다. 즉 리스트에 게재되면 당해 물질은 음수의 수원에 배출이 금지되며, 노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음수의 수원에 대한 배출규제(Prohibition on Discharges into Drinking Water

Sources)(§25249.5) The List에 등재된 발암물질와 생식독성물질을 음수의 수

원에 유입시키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을 규제한다.

② 노출 경고 표시(§25249.6) (시행규칙 §25601)

The List에 등재된 물질이 안전허용기준(SHL)을 초과하여 발암물질와 생식독성물질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Clear and Reasonable

Warning)’를 해야 한다. 여기서 노출이란 물리적 신체표면으로의 접촉, 흡인, 섭취 등

을 말한다. 이 노출 경고 표시는 캘리포니아 주 사업장과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및 유

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식품, 섬유, DIY, 완구, 가정용품, 청소년용품, 전기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며, 신규 등재물질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6. 8. 30.에 시행규칙 §25601 (명확하고 타당한 경고 Clear and Reasonable

Warning) 등의 경고표시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고시되어 2018. 8. 30.부터 시행된다.

노출 경고 표시는 §25602 소비자용제품노출경고, §25604 환경노출경고, §25606 직업

노출경고 등의 세 가지가 있다.

2018. 8. 30.부터 적용되는 경고표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

⒝ 소매업자보다는 제조·생산자 또는 포장 사업자에 의해 제공될 것

⒞ 소비자 제품의 포장 또는 라벨에 명확하고 분명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

36) 자세한 내용은 http://oehha.ca.gov/proposition-65/crnr/amendment-section-25805-
maximum-allowable-dose-level-bisphenol-dermal-expose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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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인도자는 인수자에게 별도의 경고의무를 이행할 필요

가 있다.

⒟ 소비자 제품 라벨, 작업장 표지, 공익 광고, 신문 및 온라인 공시 등 다양한 경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의무 이행 면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정부기관, 목록에 등재된 물질의 예상 노출수준이 NSRL

(중요하지 않은 수준의 리스크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것 즉 ‘발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

할 심각한 리스크가 없다(No significant risk of cancer or reproductive harm)’는 

것을 사업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 위반 시 제재 

Prop. 65는 정부에 의해 혹은 민사소송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사소송

의 경우 원고는 소송제기 전 60일 통보(60 day notice)를 발행해야 하며, 사업자는 60

일 통보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 노출 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 및 위법 경과

일 당 최대 USD 2,500의 벌금에 처한다.

4) Prop. 65에 의한 BPA 규제

가. 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식품, 음료가 든 병이나 용기의 내벽 및 병이나 용기의 마개나 뚜껑

에 있는 BPA는 여성의 생식기능을 해치는 화학물질로 보았다. 또 병이나 용기의 마개

나 두껑에도 BPA가 들어 있다. 이러한 용기를 사용한 식품이나 음료를 소비함으로써 

BPA를 섭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15. 5. 11. BPA도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

은 것으로 인정되어 prop.65의 화학물질 리스크에 추가되었다. 그동안 FDA(식품의약

품청)는 2012년부터 젖병이나 영유아제품에 BPA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다. Prop.65에서는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에 관

하여 인체에의 노출량이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유해물질관리국(OEHHA)가 정한 유

해한 리스크 없는 수준(SHL; Safe Harbor Lebel)을 넘는 경우 사업자는 대상제품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BPA의 경우 2015. 5.11. Prop. 65에 등재되어 2016. 5.11.부

터 SHL 이상 수준의 BPA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 제품의 상미기한37)이 대개 3년 정도이며 제조업자나 소매업자가 경고라벨이 없는 

37) 상미기간(賞味其間, Best Period)이란 가장 좋은 맛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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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모두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OEHHA는 대상제품의 경고표시 의

무를 완화하는 긴급규제를 실시하였다. 긴급규제의 주요 내용은 개별 소매업자에게 경

고표시 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매업자에게는 판매 계산대 등 

눈에 잘 띄는 판매장소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긴급규제는 2017.

12. 31.까지 유효하였다.

나. 경고라벨부착의무 시행 전 임시조치로서의 긴급규제의 내용

제조자, 생산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BPA가 포함되어 있는 용기나 병입 

식품이나 음료의 용기에 경고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소매업자나 그 위임대리업자에 대

하여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에 의한 통지에는 ㉠ 용

기 또는 병입 식품이나 음료로부터 BPA를 섭취할 우려가 있다는 점, ㉡ BPA가 포함되

어 있는 제품의 명칭이나 상품코드(UPC; Universal Product Code) ㉢ 소매업자에 대

하여 판매장소에 게시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sign)을 무상으로 제공함과 그 신청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소매업자는 판매장소(point of sale)38)에 경고표지판을 게시한다. 경고표지판

의 설치나 유지에 관해서는 소매업자가 책임을 진다. 여기서 판매장소란 식품이나 음료

의 지불을 하는 계산대 등을 의미하며, 그 장소에서 소비자가 용기 또는 병입 식품이나 

음료를 구입하기 전에 경고표지판을 통하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웹사이트에서 전

자결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용기입 또는 병입 식품이나 음료는 밀폐된 내구성 있는 금속이나 유리 용기로 포

장되어 있는 식품이나 음료를 의미하며, 대개 과일, 야채, 스프, 파스타제품, 우유, 소

다, 알콜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경고표지판의 크기는 5×5 인치 이상

으로 눈에 띄도록 게시한다. 긴급조치의 경고사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WARNING：Many food and beverage cans have linings containing bisphenol A
(BPA),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harm to the female
reproductive system. Jar lids and bottle caps may also contain BPA. You can be
exposed to BPA when you consume foods or beverages packaged in these containers.
For more information go to：P65Warnings.ca.gov／BPA.

38) 식품이나 음료의 값을 지불하는 계산대(Register) 등을 의미하며 이곳에 경고사인보드를 두

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가 병입, 용기입 식품이나 음료를 구입하기 전에 경고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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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고문 개정

유해물질관리국(OEHHA)이 요구하는 경고문의 내용은 2016. 8. 30. 다음과 같이 개

정되었다(시행은 2018. 8. 31.).

㉠ 픽토그램(Pictogram)39)의 표시 : 식품이외의 제품은 황색과 흑색 큰 글씨로 감탄

부호를 넣은 경고 심벌을 사용할 것 

㉡ 화학물질명의 기재: 사업자는 경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 장소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명을 적어도 1개 이상 기재하고 이 화학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간, 출생장

애 기타 생식장애)를 특정할 것

㉢ 영어 이외의 언어 표시 : 경고가 기재된 제품표시, 라벨, 택(tag)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소비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경고도 기재할 것

전술한 바와 같이 2017. 12. 31.까지는 경과조치로서 개개 제품에 경고문을 첩부하지 

않더라도 경고사인보드 등을 상점 입구 계산대 등의 장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8. 1. 1.부터는 경고문을 개개 제품에 첩부하거나 경고표식을 한 택을 라벨

이나 진열대에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된 경고문은 2018년 8월 30일에 발효하므로 

당해 제품에 기재된 제조일이 8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경고문대로 표시해야 

한다. BPA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2018년 1월 리스트 추가 후 및 8월 30일 경고문 개정 

후 각각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1) 2018년 1월1일 – 8월 29일 (리스트추가 후부터 경고문 개정 경과조치 시 까지)

다음의 예와 같이 진열대(product – specific point of sale)에서의 당해 상품을  특

정한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혹은 당해 상품에 경고문을 첩부(on-product labeling)한

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판매장소(point of sale)에서 전체를 표시하는 방식의 경

고표시를 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본제품’ 등 제품을 특정하여 경고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WARNING：This product contains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39)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과 시설 그리고 행동 등

을 상징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 디자인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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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8월 30일 이후 (완전시행) :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규정개정을 토대로 경

고문을 제품에 게재하여야 한다. (1)과 마찬가지로 진열대에서 해당 상품을 특정하여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당해 상품에 경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WARNING：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name

BPA or another listed chemical],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65Warnings.ca.gov／food.

진열대에 붙이는 경고문 표시에 관해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한 것이므로 소매점과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경고문을 ‘어디에 붙일지 모를’경우에는 개개 제품에 경고문을 

첩부하거나 BPA 사용하지 않는 용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캘리포니

아주에서의 규제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고문 없는 상품이 회사가 알지 

못하는 유통경로로 캘리포니아주 내의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Ⅴ. 시사점과 결론

이 논문은 미국의 범위에서  어린이용 제품에 있어 프탈레이트류의 규제, 식품 용기 

등에 있어 BPA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어린이용 제품에 있어 프탈레이트

류의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에서 아동용제품안전성에 관

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01조(납함유제품규제; Children’s

Products containing lead; lead paint rule), 제102조(제3기관에 의한 검사;

Mandatory third party testing for certain children’s products), 제103조 추척라벨

(Tracking Labels for children’s products), 제104조 유아용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

자 등록(Standards and consumer registration of durable nursery products), 제

105조 완구와 게임 광고표시 필요조건(Labeling requirement for advertising toys

and games), 제106조 완구의 안전기준의무(Mandatory toy safety standards), 제

107조 소수자 어린이사상예방에 관한 연구 (Study of preventable injuries and

deaths in minority children related to consumer products), 제108조 특정 프탈

레이트함유 제품 판매 규제 (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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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ed phthalates) 등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은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어떻게 혹은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제품을 보다 안전

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알려주는 법이라고 할 것이다. CPSIA

의 원래 명칭은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지만 때로는 소비자

제품안전정보법 ‘Consumer Product Safety Information Ac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CPSIA의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프탈레이트류 등 환

경호르몬 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라벨은 제조자명, 수입업체 정보, 제조일자, 제조장소, 제조번호(Batch number), Lot

번호  등 생산자 정보를‘영어로 읽기 쉽게’‘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떼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permanent and distinguish), ‘제품과 포장에 동시

에’ 부착하도록 강조하고, 또한 장시간 사용하는 어린이용 제품 판매 시에는 수취인 부

담 우편엽서 동봉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가 리스크 인식을 잘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식품용기 등에서의 BPA 규제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법인 Prop. 65도 기본적으

로는 화학물질 정보공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The List 내 물질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규제가 주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발암  및 생식독성 유발 물질의 노출

에 대한 소비자의‘알 권리 보장’이 주목적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rop. 65의 핵심적인 

내용도 리스트된 화학물질이 소비자 제품노출, 작업노출, 환경노출을 유발하는 경우에 

경고(Warning)표시의 내용과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보면 어린이용 제품에서의 프탈레이트류 규제는 추적라벨(Tracking

Label)이 식품용기 등에서의 BPA 규제에서는 경고문(Warning)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리스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기업

인,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관심이 적고, 대중은 과학적 지식에 취약하면,

정보 왜곡이 발생하고 리스크는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갈등이 악화된다. 리스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그 중심에 있다. 훌륭한 리스크커뮤니케

이션은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전문가와 일반인 간 리스크 인식격차 해소 ㉢정보에 

대한 신뢰성 등을 요체로 한다. 거창하게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

리에게 닥칠 위험을 제대로 알고 대비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프탈레이트류 규제에 관한 CPSIA의 추적라벨

(Tracking Label)이나 BPA 규제에 관한 Prop. 65의 경고(Warning)는 모두 리스크에 

관한 소통을 잘 이루기 위한 방편들이고 이것이 리스크 규제의 중심적 방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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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and Legislation in the Control of Endocrine
Disruptors in the U. S.

40) Lee, Ho-Yong*

The US Endocrine Disruptors Management Policy focuses on product regulation that contains 
the substance rather than on the substance itself. The US Endocrine Disruptors Screening Program 
(EDSP) is underway to identify endocrine disruptors, but there is still an ongoing analysis of what 

substances are environmental hormones and how they are affected.
Regarding th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or-containing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I 

examined the regulation of phthalate-containing products in children's products and the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of BPA in food containers and bottles. The main basis for the regulation of 
phthalate-containing products in children's products is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 This Act aims specifically to prohibit the use of lead and phthalates in children's 

products. Dec. 31, 2014. As CPSIA has been amended and applied to products manufactured and 
imported after April 25, 2018, DEHP, DBP, BBP and DINP have been banned and withdrawn 
from the temporary ban on DIDP and DNOP. In addition, four new phthalates (DIBP, DNPP, 
DNHP, DCHP) were identified as prohibited substances. CPSIA requires ⒜ third party certification 
from external testing agencies for children's products, ⒝and it is mandatory to attach Tracking 
Labels on both products and packaging. 

In the case of BPA regulation in food containers and bottles, 21 FR part 177 prohibits the use 
of polycarbonate in bottles, etc. Also in California, October 10, 2011, the Toxin-Free Infants and 
Toddlers Act came into effect, The use of baby bottles, infant drink cups, and feeding devices was 
prohibited. Nov. 2015 BPA is listed on the Prop. 65 list so that all bottled or bottled bottles sold 
in the state, not limited to infant bottles and dishes, and bottles or caps of food or beverages 
containing BPA Sales, and imports of products are prohibited. Prop. 65 lists the chemicals that can 

cause carcinogenesis and reproductive toxicity as a List and imposes an obligation to display an 
exposure warning and prohibit the discharge of drinking water sources if the substance exceeds the 

*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Policy Scienc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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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Harbor Level(SHL).

The criteria for warning signs applied from August 30, 2018 are as follows. (A) be clear and 
reasonable; (b) b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producer or packer, rather than by the retailer; (c) 
if no clear and clear warning is given on the packaging or labeling of the consumer product, It 
is necessary to fulfill a separate warning obligation to the consignee. Various warning methods 
such as consumer product labels, workplace cover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newspapers and 
online announcements can be utilized.

【Key words】

EDSP(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Tracking Label, Warning, Proposition 65, SHL(Safe Harbor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