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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산업과 과학이 발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물건들

이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며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공 인 합성화학물이 인류에게 선사하는 편이성과 경제성

이면에는 그 물리․화학 인 특성이 아직은 면 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인간의 건

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구체 인 향력의 검증이 간단치 않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음

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잠재 인 험성이 내재해있다 단되는 물질들을 악하고

그에의 근이나 사용을 차단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건강 생활상의 이익과 하게

연결되며, 결국에는 안 리에 한 사회 체 비용지출의 문제로서 사회 ․국가

인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화학물질은 쉽게 확산되며, 그 생체학 향력은 세 를 거듭하여 유 되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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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5M3C8A6A06012442).

** 한양 학교 법학 문 학원 조교수. 교신 자.

*** 법학박사, 명지 학교 행정학과 강사.



246 公法學硏究 第18卷 第2號

으로 축 될 수 있기에, 소비자 개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험물질에 한 정보를 습

득하고 취 을 주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한 사 인 행 규제가 필수 이며, 감독기 의 조직 권한, 그 실행과

련되는 장기 이고 거시 인 차원의 제도와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증 용지에 한 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증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데 쓰이는 화학물질이 환경호르

몬에 해당하여,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내분비계 장애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의 증명서류로 활용되어 장기간 보 하기도 하는 수증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유해물

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1)

수증 용지상의 유해물질에 하여 랑스의 식품환경노동 생안 청(ANSES)은

2013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수증 내의 “비스페놀 A”(Bisphenol A)를 REACH

의 제한물질로 정할 것을 제안하 다. 해당 물질의 험성에 한 연구 결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해당하여 인간 건강에 잠재 인 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하 기

때문이다. 랑스 내 화학물질의 안 리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연구, 보고 규제

차의 직 인 근거는 랑스 국내 환경법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활동이 제한물질

의 지정 신청 등의 방식으로 유럽공동체 차원으로 연결되며 확 되는 것은 유럽공동체

의 REACH 규칙의 발효에 의한 것이다.

REACH(Regulation (EC) N.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유럽공동체의 화학물질 리제도로서, 화학물질(substances chimiques)의 제조와 사용에

서의 안 을 보장하고 인간의 건강 환경보호를 증진하기 하여 2007년부터 발효된

유럽공동체 규칙이다.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에 하여 험성

에 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그 활용을 통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장기 으로

는 유럽공동체 내의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함이다. 2016년 기 으로 20,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분류되어 리되고 있으며, 향후 2018년까지 약 30,000여개 이상의 화

학물질이 잠재 으로 험성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리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공동

체 회원국들은 REACH를 토 로 하여 화학 물질과 연 되는 험성에 한 보호의

강도를 높이기 하여 법 ․기술 으로 다방면의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2)

유럽 내의 여러 회원국에서의 REACH의 수용과 용 양상은 최근 우리의 화학물질

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66418&code=14130000&cp=nv 수증의 해

성에 한 한국의 논란과 련된 기사.

2)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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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제의 개정 향후의 실효성 있는 운 방안과 련하여 직 인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REACH의 기본 인 규율원리를 살펴보고(Ⅱ), 이를

수용한 랑스의 화학물질 리법령을 정리하며(Ⅲ), 화학물질 리와 련한 특별한 책

임(Ⅳ)과 불복의 방식(Ⅴ)을 고찰함으로써, REACH 하에서의 랑스 환경법제의 주소

가 제시하는 시사 을 논하고자 한다.

Ⅱ. REACH에 의한 화학물질 규율

1. REACH의 규율원리

REACH는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하여 그 용

량이나 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리규정으

로, 총 15편, 141개 조항, 17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행을 한 22개의 지침서

로 구성된다. REACH는 국제 인 화학물질 리에 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결과물로서,

인간의 건강에 실질 으로 험물질이라 인지할 수 있는 험요소들을 방하고,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과 함께 유럽공동체조약 95조상의 자원과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하여 자원의 자유로운 순환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궁극 인 목 으로 한다. REACH

규율의 핵심 인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1) 험요소의 입증책임의 환

유럽공동체에서 REACH로 인하여 변화된 가장 요한 화학물질 련법상의 변화는

험성 내지 해성의 입증책임의 주체가 기존의 공공주체가 아닌 산업체(사업체)로

환되었다는 이다. 과거에는 공공주체가 그 물질의 ‘ 험성’을 직 입증해야 했다면,

이제는 당해 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리하는 업체가 그 물질에 하여 ‘ 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환된 이유는 공공주체보다도 당해 물

질을 계속 이고 직 으로 사용하며 리하는 산업계가 그 물질에 하여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화학물질 규제의 직 인 실효성을 강제하기

함으로 해석된다.3)

3) Marie-Pierre Maitre, Fasc. 4060: Le règlement REACH, jurisclasseur 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 201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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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배려의 원칙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의 수 을 보다 확 하기 하여, REACH는 사 배려의 원칙

(principe de précaution)을 제로 하고 있다.4) 인간, 환경, 동물, 식물의 보호에 잠재

으로 부정 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해당 물질의 성질이나

험성, 생태계에 한 향력에 한 정보와 지식이 재로서는 다소 불확실하고 불충

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문제의 평가

고려를 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제로 한다. 이와 같은 사 배려의 원칙은 담당규

제기 혹은 할 행정청으로 하여 각 회원국에 의한 REACH의 실효성을 한 사

개입 인 요소나 집행을 정당화한다.

(3) 체의 원칙

REACH에 있어서 핵심은 “고 험성 물질”(extrêmement préoccupante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이하 “SVHC”))의 지정 리이다. 기업으로 하여 고 험성

물질로 지정된 물질의 활용을 이고, 장기 으로는 보다 험성이 은 다른 물질로 이

를 체할 의무(principe de substitution)를 부과한다.5) 당장의 험물질의 사용에 하

여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가제로 운 하게 되는데, 이 허가 차는 일시 인 규제

지가 아니라, 진 인 발 의 요구로서 미래지향 인 해결책의 도입단계에 해당한다.

(4) 동물실험의 제한

RECAH에 있어서는 특정물질의 험성 증명과 그 향력의 악을 하여 동물, 특

히 척추동물에 한 동물실험(tests sur les animaux)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는 직 인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척추동물에 한 실험은 다른 체 인 실험방식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한하여 가능하게 된다.6)

(5) 공공에의 정보공개

REACH는 혼합물이나 완성된 제품 안에 포함된 물질들에 한 정보가 공 에 하

여 인터넷상에 무료로 제공되어, 화학물질에 하여 직업 연 이나 문 지식을 보

유하지 않고 있는 일반 시민도 근이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7) 다만 그 정보의 비

4) règlement (CE) n°1907/2006, art. 1er, §3.

5) règlement (CE) n°1907/2006, art. 55.

6) règlement (CE) n°1907/2006, ar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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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른 이해 계인 등의 상업 이익에 침해가 되는 한도에서는 그 정보공개의 정

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화학물질의 리조치의 양태

REACH에 의한 직 인 조치는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의 4단계로 정리된다.

(1) 등록

REACH는 회원국 내의 기업들에 하여 2008년 6월 1일에서 2018년 5월까지 연간 1

톤 이상 유럽 내에서 생산하거나 유럽공동체 내 수입이나 매용도의 물질이 포함된 제

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는 제조자는 해당물질에 한 독성과 물리화학 인 특성, 그 취

에 필요한 안 책 등이 포함된 기술 서류의 일체를 유럽화학물질 리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에 등록(enregistre)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

다.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생산, 수입 유통이 불가능하다. 화학물질을 취 하는 모든

기업 내지 모든 법인이 계 등록 서류를 ECHA에 제출해야 하지만, 화학물질의 생산량

과 험성에 따라 등록 의무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을 제조하거

나 하는 경우, 그 화학물질이 노출된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를 포함한 화학물질안 성보

고서도 등록 시에 제출해야 한다.8)

(2) 평가

REACH의 4편에서는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 험성물질”(SVHC)에 해서는

우선 으로 평가(évaluation des dossiers et des substances)할 것을 제한다.9) 고 험

성물질(SVHC) 후보목록은 2008년 최 로 15종이 지정되었고, 이후 PBT(잔류성, 생체

축 성 독성물질), CMR(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VPVB(고잔류성, 고생물축 성)

등의 기 에 의하여 분류된 물질들에 의하여 계속 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2015년 기

으로는 13차에 걸쳐서 SVHC 후보목록이 증가되어 재 168개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

다.

평가는 등록된 물질에 하여 제출된 서류의 평가 물질 자체의 평가의 2단계로 이

7) règlement (CE) n°1907/2006, art 117 et 118.

8) règlement (CE) n°1907/2006, art. 5, 7.1 et 7.5.

9) règlement (CE) n°1907/2006, ar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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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자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서류 안에 모

두 포함되어 있는지, 유럽화학물질 리청(ECHA)의 요구서류에 부합되는지에 한 심

사가 건이다. REACH 41조 7항에서는 집행 원회로 하여 , 기 의 자문에 따라, 상

기한 특정 인 기 을 만족시키는 서류의 퍼센트 여부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

하고 있다. 서류의 목록이 유럽화학물질 리청의 기 에 합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국

할 행정청의 합성 심사를 거치게 된다.10)

(3) 허가

REACH가 발효된 후 부속서 14에 정해진 험한 물질들의 사용은 지되어 허가

(autorisation)를 받아야만 한다.11) 이러한 물질의 내용은 유럽화학물질 리청(ECHA)이

작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정해진다. 허가 상물질목록에는 CMR(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PBT(잔류성, 생체축 성 독성물질), PVB(잔류성, 생물축 성), 심각한

향이 상되는 과학 증거가 포함된 우려 물질 등이 포함된다. 합성물의 제조자 는

수입자는 량 비 0.1% 이상 고 험성물질(SVHC)의 포함여부를 신고해야 하는데, 만

약 체물질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 혹은 그 사회 , 경제 효과가 험성보다 더 큰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REACH에 따른 허가 차의 본질 인 목 은 한 체 물질 내 체 기술을 통하

여 물질을 체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조 사용을 허가하

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 험성물질의 사용에 한 허가는 강력한 통제 차로

서 등록 차에 비하여 엄정하다. 2010년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험 는 발암물질을 보

유하고 있다는 근거로 8개12)의 새로운 험물질이 추가되었는데13), 이 물질들은 2015년

부터는 지되었다. 그리하여 이 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 시장에서는 활용될

수 없다.

10) 2010년 기 으로, ECHA에 273개의 문서가 평가되었는데, 그 단지 36%만이 부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11) règlement (CE) n°1907/2006, art. 55.

12) 탈 이트의 종류(DIBP, le trioxyde de diarsenic, le pentaoxyde de diarsenic, le chromate de

plomb, le jaune de sulfochromate de plomb, le rouge de chromate, de molybdate et de sulfate

de plomb, le phosphate de tris(2-chloroéthyle)와 디니트로톨루엔(2,4-DNT)이 추가되었다.

13) règlement (UE) n°143/2011 du 17 février 2011; (UE) n°125/2012 du 14 févr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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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

REACH 부속서 17에 등재되어 있는 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restriction)되

며,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특정 험물질과 혼합물에 해 제조, 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4) 해당 사용으로 인체나 환경에 치명 험이 래하는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역에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의 생산 차 단계나 사용 시에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한 리스크를 유발할 경우, 해당 물질에 한 제한 차가 개시

된다. 특정 물질이 피부에 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 진 경우 침구류 등의 사용이 제한

되며, 이러한 사용제한은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제한 차는

회원국 행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15)

3. 정보 리를 한 조치들

(1) 정보보존의무의 부과

각각의 물질들의 사업자, 수입자, 사용자 그리고 배 자는 해당 물질이 REACH에 부

합함을 입증하는 모든 정보의 보 (conservation des informations)을 보장해야 한다.

어도 물질의 생산, 수입, 공 , 사용 당일부터 10여년의 기간 동안, 각각의 행 자들은

유럽화학물질 리청(ECHA)이 제시한 기간 내에 그 정보의 정당화조치를 제공해야만

한다.16) 랑스 국내법은 이를 수용하여 환경법 제L.521-5조 Ⅱ이하에 규정하 다. 사

용자 는 배 자가 그 제조활동이나 제조물의 운반의 일부 는 부를 제3자에게 양

도한 경우에는 물질의 제조에 연 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정보보존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의 청산 계자, 이용자, 배 자, 책임자 등은 정보보존의 의무를 승계한다.

14) règlement (CE) n°1907/2006, art. 67.

15) 이상의 내용을 개 으로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물질의 종류 용요건 조치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부속서14 물질 등록, 허가

혼합물 각 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 등록

완(성)제품

각 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 등록

SVHC 후보목록 물질이고 연간 1톤 이상 신고

SCHC 후보목록 물질이고 완제품의 량 비 0.1% 과 정보제공

16) règlement (CE) n°1907/2006, art.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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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모든 행 자는 일정한 정보들을 총 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망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열람은 모든 새로운 정보, 험성 있는 요소, 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요소,

험의 리조치에 연결되는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 등록을 해야만 하는 화학물질

의 제조 수입업자는 상 화학물질의 기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REACH-IT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허가후보물질목록’에 포함되면, 소비자에게 안 한 제품사용을 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 정보에 그 명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하여

소비자의 요청 시 45일 이내에 제품 내 해당 험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제공하여야 하

며, 그 물질 자체인 경우에는 경우 생산자 수입자는 소비자에게 보고 자료를 제공해

야 한다. 정보에의 근권은 소비자만이 아닌 해당 산업체의 노동자에게도 인정된다. 각

각의 행 자는 그 고용주의 자격에서 고용인 는 리인으로 하여 그러한 정보를 취

득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7)

Ⅲ. REACH를 수용한 랑스 국내법

1. 규율기

화학물질 리와 련하여 기술 리나 학문 역에서는 유럽연합차원의 기구인 유

럽화학물질 리청(ECHA)이 1차 집행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REACH 집행과

련한 통제권 할권은 각 회원국의 련 행정청이 맡게 된다. REACH 121조는 국

가 차원의 할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데, 랑스에서는 이에 따라 환경부 장 에

의하여 총 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구체 인 리와 실행 차에 하여는 식품

의 생과 안 을 담당하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담당하는 주요기

으로는 식품환경노동 생안 청(Agence nationale chargée de la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ANSES))18)과 산업환경과 리스크 리

국가기 ('Institut national de l'environnement industriel et des risques(INERIS))이 해

당한다. INERIS는 2007년과 2009년 기의 REACH 차와 련된 임무를 담당하여 왔

17) règlement (CE) n°1907/2006, art. 35.

18) ANSES은 2010년 구 AFSSET와 AFSSA의 통합으로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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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오늘날 ANSES는 험물질의 평가, 허가, 제한의 역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

다. ANSES의 소속 부서는 식품 양, 동물의 양 건강, 노동건강, 환경건강, 동물실

험, 식물안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속된 차들을 일 성 있게 리 감시하

며, 일반시민에 하여 물질에 연 되고 있는 험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9)

2. 규제의 수명자

화학물질 리법제의 규제 상은 제조자, 수입자, 사용자, 리인을 모두 포함된다. 제

조자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럽공동체 내의 모든 자연인 는 법인을 말하며, 수입자

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유럽공동체 내로 수입하는 모든 자연인

는 법인이다. 사용자는 그 스스로의 산업이나 문 활동을 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

는 유럽공동체 내의 모든 자연인 는 법인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이에 포함되지는 않는

다. 리인은 비 유럽공동체권의 수출자를 리하여 REACH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유

럽공동체 내의 자연인 는 법인을 말한다.20)

제조자와 수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허가, 제한의 조치가 부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공 자에게 사용 용도에 한 정보제공, 소비자를 한 안

사용정부에 한 정보 달이 요구된다. REACH를 통하여 발암, 생식독성, 유 성,

생태계 잔류 물질 등을 고 험군으로 분류하며 이에 속하는 물질들의 사용을 허가에 의

하여 제한하고, 이에 한 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다면 이를 의무 으로 사용할 것을 부

과한다.

3. 법원

(1) 환경법상의 규율

2008년 6월 1일의 법률 이후부터 REACH에 의한 차 부분이 도입되었고,21) 2009

년 2월 26일의 2009-229호의 오르도낭스를 통하여 랑스 국내법에서 비롯되는 통제와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환경법 (Code de l'environnement) 제

L.521-1조에 규정되었고, 화학물질과 유독 물질의 통제에 한 2010년 2월 17일

19) https://www.anses.fr/fr/content/les-missions-de-lagence 참조.

20) Marie-Pierre Maitre, Fasc. 4060: Le règlement REACH, jurisclasseur 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 2014, 130 et 141 이하 참조.

21) PE et Cons. UE, règlement (CE) n°1907/2006, 18 déc. 2006, art. 1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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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0 데크 (Décret n°2010-150 du 17 février 2010 relatif au contrôle des produits

chimiques et biocides)에 의하여 동법 제R.521-1조에 성문화되었다.22)

랑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서 화장품, 스포츠용품, 건축

자재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하여 제조, 수입, 유통업체로 하여 나노물질신고사

이트에 그 사용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23) 이는 2012년 2월 17일 2002-232호 데크

(Décret n°2012-232 du 17 février 2012 relatif à la déclaration annuelle des

substances à l'état nanoparticulaire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523-4 du 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하여 환경법 제523-4조에 나노물질 신고에 한 규정의 집행에서

비롯된다.

2015년 11월 25일에는 화학물질에 한 리에 실효성을 높이기 한 법률안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intégrer le principe de substitution au régime juridique

des produits chimiques)이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화학물질에 용 가능한 국가법

령하에서 체원칙의 통합을 목 으로 하는 법률안은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변화를 추

구하고 있다. (1) 험성 있는 화학물질의 체가능성을 조사할 기업가의 의무를 보다

구체 으로 부과하는 것, (2) 행정청의 권리 한과 련하여 체물질의 일부 는 부

22) 랑스 환경법 (Code de l'environnement)의 체계는 이하와 같다.

1편 공통규정

2편 신체환경

3편 자연환경

4편 자연 유산

5편 오염, 리스크, 공해방지

1장 환경보호를 하여 분류된 시설

2장 화학물질, 유독물질, 나노입자물질

1 화학물질의 통제(L.521-1)

1부 화학물질에 공통된 규정(L.521-5,6,7,8,9,10,11)

3부 행정제재(L.521-17,18,19,20)

4부 형사제재(L.521-21,22,23,24)

2 유독활성물질의 시장통제와 유독물질의 시장에 한 허가

3 나노입자물질의 배출에서 비롯되는 건강과 환경 험의 방

3장 유 자조작기

4장 폐기물

5장 일정한 공사나 시설에 한 특별규정들

6장 자연 인 험의 방

7장 소음공해 방

8장 일상생활의 보호

6편 뉴칼 도니아, 폴리네시아령 등에 한 규정

23) Stéphanie Lacour, Le régime de déclaration des substances à l'état nanoparticulaire,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n°16, 19 Avril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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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단계에서 기업가가 충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세행정청이 단하는 경우에 가

산 (Crédit d'impôt)을 부여하는 것, (3)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의 강화를 하여,

ANSES가 련화학물질에 한 권고를 발하 다면 그와 련된 “해당 지역에 임산부

근만류” 그림문자를 해당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구체 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

다.24)

(2) 노동법상의 규율

노동법 제L.4412-1조, 제R.4412-1조에서 제R.4412-160조는 화학 험을 총체 으

로 악하여 화학물질의 생산에서 시장에 유통까지를 부 포 하여 설시하고 있다.

험한 화학 요소에서 비롯되는 리스크 방에 한 일반규칙(노동법 제R.4412-1에서

제R.4412-57조), 재생시 발암물질로서 규율되는 요소에 한 특별규정(법 제R.4412-59

에서 제R.4412-93조),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활동에 한 특별규정(법 제R.4412-97조에

서 제R.4412-148조), 화학 요소에 한 직업상 노출의 한계치와 생체학 제한치(법

제R.4412-149에서 제R. 4412-152조)가 그 내용이다.

Ⅳ. REACH에서 비롯되는 책임법제

1. 유럽법상 제재에 한 일반 규정의 부재

물질의 생산자, 수입자 그리고 이용자와 배 자는 REACH에서 비롯된 의무들을 부담

하지만, 그 의무를 수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하여는 REACH 내에 특별

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원국의 집행력있는 조치들로 집행함으로써, 의무 반에

한 제재를 부과할 것만을 정하고 있다.25) 그리하여 “pas de données, pas de marché”

(“정보가 없다면 시장도 없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되지 않은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활용 등에 하여는 실무상으로 상업 인 제재에 그치는 것이 부분이다. 재

로서는 REACH 반에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 수의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 이 있다.26)

24) 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pl15-302.html 참조.

25) règlement (CE) n°1907/2006, art. 126.

26) Raymond Haddad, L'objectif prépondérant de la préservation de la santé humaine dans le

règlement REACH, Énergie - Environnement - Infrastructures n°8-9, Aoû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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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제재 외의 행정 제재와 형사법 제재에 하여는 환경법 에 근거가 있다.

REACH 126조에 부합하여, 행정 제재의 정의 통제의 차는 랑스 국내법상으로

는 2009년 2월 26일 2009-229호 오르도낭스27)와 2010년 2월 17일 2010-150호 데크 28)

의해 규정되어, 재 환경법 의 제L.521-1조와 제R.521-1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재조치와 련하여서는 생태부장 , 보건부장 , 노동부장 , 산부장 , 상공업장

등 다수의 계부서 장 이 계 의하게 된다.

2. 행정상 책임

랑스 환경법 제L.521-12조는 REACH의 반을 통제하기 한 다수의 권한 있는

행정기 들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반에 한 조사담당자로는 “환경보호를 해 분

류된 시설”29)의 조사 (les inspecteurs des Installations Classées), 노동조사 (les

inspecteurs du travail), 경쟁소비 사기억제국의 공무원과 세 공무원(les agents des

douanes)등이 속한다. 이러한 통제 제재권을 행사하기 하여 련 공무원들은 보다

확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물질, 혼합물, 완성품의 제조, 생산, 운반, 활용, 보 ,

수출, 운반, 상업화 활동에 연결되는 문 인 활동에 근할 수 있다. 한 물질 등의

수송이나 운반을 해 사용되는 자동차, 배, 비행기 등에 근하여 조사할 수 있고, 련

되는 서류나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의 복사 요구도 가능하다(환경법 제

L.521-13조). 제재 통제권한을 가진 공무원간에는 각각의 물질들에 하여 제공되었

던 정보나 서류들의 교환 인 열람이 가능한데(환경법 제L.521-13조), 이것은 화학물

질의 통제사항에 있어서 각 부서 상호간의 력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

여 통제권한자는 성능테스트를 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환경법 제L.521-14조),

15일의 기간 내에 REACH에 의하여 지되었거나 부합하지 않는 물질이나 혼합물, 상

품 등의 반출을 지할 수 있다(환경법 제L.521-15조).

(1) 사 독 차

REACH 규정을 반한 경우, 행정청에 의하여 그 반사실 확인되면 그 후 6개월의

27) ordonnance n°2009-229 du 26 février 2009.

28) décret n°2010-150 du 17 février 2010.

29) 환경보호를 해 분류된 시설이라 함은 공공이나 민간에 의해 운 되는 공사 장, 공장, 작업장

에 공 생, 안 , 환경, 문화 유산 등에 해 험이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향력의 정도에 따라, 신고 등록이나 허가 의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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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당사자는 행정청에 의한 독 차의 상이 될 수 있다(환경법 제L.521-17

조). 독 차는 기속행 는 아니므로, 반사실이 확인되었다 해서 행정청이 필수 으

로 발하는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법문상으로는 행정청이 반자에 하여 문서에 의하

여 3개월 이내에 반사항의 시정요구를 정하고 있고, 독 에 의해 부여된 기간이 경

과하 음에도 의무 반자가 여 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환경법 제L.521-18조).

(2) 행정제재조치

행정상 제재조치는 크게 3가지의 범주로 나 어 악할 수 있다. (1) 최 15,000유로

의 벌 과 일당 1,500유로의 이행강제 이 가장 표 인 제재조치로서, 이행강제 은

당사자에게 행정청의 결정이 통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환경법 제R.521-2-13조). 그

외 (2) 물질, 혼합물, 제품의 제조 는 수출 지조치, (3) 물질, 혼합물 는 수입된 제

품의 반출조치를 들 수 있다. 물질, 혼합물, 제품의 생산 REACH에 반되는 물질들

을 제한할 제조사의 의무에 한 것으로서, 도지사(préfet)가 제조사에 하여 정해진 기

간 안에 문서로 된 수사항을 달하 다면, 그 후에 제재가 개입될 수 있다(환경법

제R.521-2-12조).

(3) 벌칙규정

환경법 제L.521-21조는 REACH 규정의 반에 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리하여 의무 반행 자에 하여는 최 2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 (환경법 제

L.521-1, I항), 3월의 징역과 20,000유로의 벌 (환경법 제L.521-21조 II항)의 부과가

가능하다.

환경법 내의 특별한 형사 규정과 달리, 형사일반법 에서도 화학물질 리 반

행 에 한 일반 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 제121-3조에서는 화학

물질 리 반행 로 인하여 타인의 삶에 험을 가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상해의 경우

(형법 제222-19조),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야기한 경우(형법 제221-6조)의 처벌

을 정하고 있다.

노동법 역에서도 고용주에 하여 피고용인의 건강과 안 의 보장을 한 행정입법

규정들을 엄격하게 용하여 수할 의무가 부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제

L.4741-1조에서 제L.4741-14조에 걸쳐 노동환경에서 건강과 안 에 한 화학물질 리

규율의 반행 에 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반시 고용주에 하여 3,750유로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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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동법 4편 이하에서 개인 인 과실로 인한 경우의 배상책임

등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Ⅴ. REACH에 한 불복

1. 유럽공동체 차원

유럽화학물질 리청(ECHA)의 결정은 유럽재 소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ECHA가 내린 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거나 그에 련되는 자 는 법인을 보호하기

하여 REACH는 유럽재 소에 소송부(Chambre des recours)를 설치하여 사 제소

(recours préalable)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30) ECHA 결정의 수명자에 해당하는 자나 법

인이라면 당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에 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에 직 개별 으로 련이 되는 자 한 원고 격이 인정된다.

상 격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물질의 생산과 차에 련되는 연구 활동에 한 일

반 인 등록의무의 면제에 한 결정31), 등록서류의 합성 심사에 한 결정 등 서류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이 포함되며,32) 성능테스트에

한 결정33), 서류의 평가에 한 결정34)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ECHA 결정의 취

소소송에 하여는 집행정지효가 인정된다.35)

2011년 10월 소송부는 2가지의 주요한 시를 하 다. 사안에서는 정해진 기간의 만

료 후 물질의 등록에 한 부과세의 지 에 한 결정이 문제가 되었다. 첫 번째 결정36)

에서 재 부는 행정의 선량한 행정의 운 (bonne administration)의 틀에서 요구되는 요

청을 행정청이 수하지 않은 것에 하여, 행정청의 과실을 인정하 다. 두 번째 결

정37)에서 원고는 기간 도과 후의 부과세의 납부를 이유로 한 행정청의 등록신청거부결

30) règlement (CE) n°1907/2006, art. 89.

31) règlement (CE) n°1907/2006, art. 9.

32) règlement (CE) n°1907/2006, art. 20.

33) règlement (CE) n°1907/2006, art. 30, §2 et 30, §3.

34) règlement (CE) n°1907/2006, art. 51.

35) règlement (CE) n°1907/2006, art. 91, §2.

36) A-001-2010, Decision of the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Chemichals Agency, 10 oct.

2011.

37) A-004-2011, Decision of the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Chemichals Agency, 7 o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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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하여 취소를 구하 는데, 재 부는 이를 기각하 다. 문서에 따르면 유럽화학물

질 리청(ECHA)이 용 가능한 규율 등을 수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해 사안에서 ECHA는 문제된 물질의 등록요구의 거 외에는 다

른 수단의 선택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에서 다.

REACH 230조에 따라 소송부의 결정에 한 불복 는 사 제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결정들에 한 불복은 유럽공동체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2. 랑스 국내법원에의 제소

랑스법에서 화학물질의 리와 련되는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으로서 지역

환경정화주거국(Direction Régionale de l'Environnement, de l'Aménagement et du

Logement, “DREAL”)의 결정이나 경쟁소비감독과부정방지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 등의 통

제행정청의 결정은 행정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환경법 제L.521-20조). 이에 하여는

집행정지가처분(référé-suspension)38)을 동반한 완 심 소송39)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청의 결정에 한 불복소송에 한 표 인 례로는 2012년 3월 7일 결40)을

들 수 있다. 시장에 진출하기 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약리학 제품의 하나인 살

충제, 살진균제에 하여 ANSES는 조사권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

품군은 1991년 7월 15일 91/414/CEE 유럽연합지침의 용 상이 된다. 당해 사안에서는

“Roundup Express”, “Roundup GT plus”, “Roundup Express”의 세 가지 제 제 물질에

한 허가를 담당하는 농림부장 에 하여 해당목록에서의 폐지(목록제거)신청을 하

으나, 기각되자 그 거부에 하여 각각 3개의 취소소송(월권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다.

국사원은 “Roundup Express” 제 제에 한 거부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농림부장 으로

38) 집행정지가처분은 행정결정 는 그 거부에 하여 취소 는 변경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

으로 당해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으로, 행정결정이 신청인의 지 나 이익 등에 충분

히 심각하고 즉각 인 침해를 가하며, 행정결정의 법성에 하여 진지한 의심을 일으킬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39) 원고가 법원에 행정행 (결정)의 법성을 주장하며취소를 요구한다면, 취소소송(annulation)으

로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에 해당한다. 원고가 법원에 그 재 상의 권한

부를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완 심 소송(le contentieux de la pleine juridiction)으로

손해배상소송, 행정계약소송이 표 인 에 해당한다.

40) CE, 7 mars 2012, Mouvement pour les droits et le respect des générations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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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당 물질의 험성에 해서 재조사를 하도록 하 지만, 농림부장 에게 화학

물질의 험성 평가에 한 단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Roundup GT plus”와

“Roundup Extra 360”에 하여 제기된 폐지거부결정의 취소소송은 기각하 다.

해당 사안은 행정청의 결정에 하여 명백한 평가의 하자(l’eurre manifeste

d'appreciation)통제를 법원이 행한 것으로서 포섭에 한 하자가 없거나 비상식 인

결정이 아님을 밝히는 차원의 제한 심사에 그친다.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해당 물질의 화학 성격의 상세 정보의 유무 그 내용에 한 단

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기존의 실증 인 연구결과나 선례가 없으며, 매우 문

인 성격의 내용규정인 경우 법원의 어느 범 까지 심리할 것인지에 하여는 행정청의

단여지(la marge d'appréciation discrétionnaire de l'AAI)를 존 하기에, 재량에 명백

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행정이 인식한 사실과 행정이 발한 조치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에 그침으로써, 행정의 재량을 제한 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평가의 명백한 하자 심사가 원칙 으로 용되는 재량행 에

하여는 행정결정의 법성의 정도에 비해 심각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만 그 취소가 가능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보다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 해 보다 우호 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 도 있다.41) 상기한 결에서 법원은 농림부

장 의 재량의 행사에 하여 취해진 조치가 한지에 한 비용편익분석(le bilan-

coût/avantage)42) 내지 비례성 심사에 유사한 확 된 심사는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

겨진다.

Ⅵ. 랑스 화학물질 리의 재와 시사

REACH 규정의 국내법 수용과 련하여 랑스에서 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별하여 REACH 규정을 집행할 기 이 불충분하다는 , 용 차가 아직 미비하다는

41) 이에 하여는 강지은, 제재처분에 한 소송 - 랑스의 최근 례를 심으로, 공법학연구 제

14권 제2호( 2013. 5.),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610면 참조.

42) 1971년 5월 28일 랑스의 국사원은 “신-동부 마을”(Ville nouvelle-Est) 사건에서 비용편익분석

을 최 로 도입하 다. 당시 간선도로의 건설을 한 특정주거지역의 철거계획이 문제된 상황에

서 국사원은 최소한의 통제라는 기존의 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도시개발 역에서의 ‘명백한

평가의 하자’를 원용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계획안의 재정 ․경제 인 효과에 한 구체 인

분석 평가로 나아갔다. 결이유에서 “사 소유권의 침해가 사회 으로 지출되는 비용

공익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하다”고 하며 행정의 재량에 한 심사강도를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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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REACH는 유럽재 소에 소송부(Chambre des recours)를 설치하여 사 제소

(recours préalable)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차가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서 반드

시 의무 인 차인지, 유럽재 소가 아닌 국내 법원과는 어떠한 계에 있는지에 한

법 인 성격의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셈이다.43)

그러나 유럽 랑스에서 REACH의 실행 이후, 사업자만이 아니라 공 역이든

사 역이든 화학물질 리에 한 폭넓은 인식과 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체로 REACH 규정의 수용으로 인한 랑스 산업계의 실제에서는 규칙

수로 인하여 인간건강과 환경보호의 보다 증진이라는 목 달성을 한 새로운 단계가

실 되었으며, 기업환경도 차로 성숙해지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한다.44)

그에 하여 장기 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련

하여서는 REACH 기의 련 비용과 지식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혼선도 지 되었

다. 한 험물질과 련하여 요구되는 등록 차 등의 서류 작성의 문제는 비용부담

등 실제 으로 많은 부담을 야기하 다. 더구나 새로운 신물질이 차로 등장하면서 이

에 련된 미래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45) 다만 이에 하여는 랑스의 식품환

경노동 생안 청(ANSES)가 발빠른 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련물질의 연

구 결과 실험자료 등의 확보와 그에 한 공고 등의 차에서 공개성과 련하여 직

인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REACH에 따른 규제는 화학 물질의 유통에 여하는 모든 행 자 - 생산자,

매자, 수입업자, 유일 리인 사용자 등 - 가 동일하게 용받는 것으로서, 유럽연합

외부의 제조자 는 수입업자에 해서도 용이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상 로 수출

하는 유럽 외 지역, 우리나라 기업의 외수출에도 REACH의 요구를 수할 필요가 있

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사업 트 를 통하여, 한 장기 으로는 노동환경의 개선 소

비자의 직 인 자료열람요구 등을 통하여 그리고 소비자 친화 인 정보 근등을 통

해, 화학물질 리에서 REACH의 실제 인 실효성을 담보된다.46)

재 우리의 화학물질 련제도 법제는 산업안 보건법, 험물안 리법, 유해화학

43) Nicolas Léca, REACH est-il mature?, Énergie Environnement Infrastructures n°5, Mai 2015,

étude 9, 33 이하 참조.

44) P. Billet, Règlement REACH. Redevances et droits dus à l'Agence européenne des produits

chimiques: Environnement 2008. a chimie, bienfaitrice de l'environnement?: Environnement et

dév. durable 2011.

45) Raymond Haddad, L'objectif prépondérant de la préservation de la santé humaine dans le

règlement REACH, Énergie - Environnement - Infrastructures n°8-9, Août 2015.

46) Nicolas LÉCA, REACH est-il mature?, Énergie Environnement Infrastructures n°5, Mai 2015,

étude 9, 45 이하 참조.



262 公法學硏究 第18卷 第2號

물질 리법상 유해 험물질,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 험성 조사, 출사고 리와 함

께 화학물질등록 평가에 한 법을 주된 것으로 들 수 있다. 그 2016년 1월 개정

된 화학물질등록 평가에 한 법은 유럽공동체법상 REACH 규정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

과 해성에 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REACH 상의 규율의 제원칙들로서, 동물실험 지의 원칙등 근본 인 내용들이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하여 향후 실제 제도와 련하여서는 입증책임의 환 등 입증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서 잠재 인 험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을 막는 것

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 랑스의 식품환경노동 생안 청(ANSES)과 같이, 극

인 연구 지원 정보 달, 특히 시민에 한 열린 정보 공개 등이 행정의 투명성 확

보 안 리를 해 보다 실할 것으로 요구된다. 오늘날 랑스가 REACH의 실효

성 확보를 한 법제도 개선에서 노동자보호와 소비자에 정보제공에 한 세세한 조치

들까지 첨부하며 개선하려 노력하는 도 참고할 부분이다. 유해물질에 하여 안 성

에 한 확신이 없을 경우, 보다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체하려는 시도와 그에 한 공

에의 열린 정보제공은 모든 사업자들이 지속 으로 직면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공익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의 총체로서, 그 만족 여부는 개인의 운명을 조건지울 정

도로 요하지만, 사 동기에 의한 유인만으로는 충분히 실 될 수 없는 것이다.47) 오

늘날 사회의 기술발 과 더불어 부작용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특

별히 리해야만 하는 험물질로는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방사능, 속등 농약,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 은 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인간의 건강에 특정한 향을 미치고, 그 향이 결코 정 이지 않지만, 그를 확

인하고 제 로 비하기까지에는 많은 자료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다.

이러한 물질에 한 리나 통제는 어느 개인의 의지나 능력으로 피할 수가 없으며,

생활필수품과도 한 련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 운명의 책임자인 국가가 나

서야 하는 역이다. 그에 한 국민들의 심 혹은 공포감은 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보의 불확실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며, 그 험 수 이라는 기 치를 어느 선에서

설정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임상실험결과가 없는 역이라 그 구획 나눔과 한계선 설정

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의 화학물질평가 리에 한 법률은

2013년 제정된 것으로서 유럽의 REACH를 도입하여 제정되었고, 아시아에서 유럽공동

47)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010, p.2 참조.



체 수 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48) 2016년 인 개정을 거친 화학물질

의 평가 리에 한 법률은 유해물질의 기 이나 향평가등과 련하여서는 여

히 구체 인 답을 직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한국의 화학물질 리법제에

있어서 유럽공동체 차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환경법 등에 직 인 환조치를 마련한

랑스의 가 그 기 설정 제도 개선과 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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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REACH는 2007년 유럽공동체 산업 시장 안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에서의 안

을 하여 발효된 유럽공동체 규칙이다. 이는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제조, 수입된 화

학물질에 하여 검사하고 평가하여 험성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8년

까지 약 30,000여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잠재 으로 험성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리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화학 물질과 연 되는 험성에 한 보호의 강도를 높이

기 하여 법 으로 기술 으로 다방면의 조치를 유럽회원국들은 용하고 있다.

REACH 시스템의 핵심은 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조치에

기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 환경보호를 증진하고 유럽공

동체 화학산업의 경쟁성을 제고하기 함이다. 이러한 REACH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 랑스에서는 2개의 기 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 랑스의 화학물질안 을 담

당하고 있는 기 인 ANSES는 2010년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식품, 환경, 노동 역에서의

생과 그에 련되는 험요소들의 평가 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 성격을 지닌

공공 조물로서, ANSES는 REACH 규칙과 련한 랑스 국내 행정청의 직 인 핵

심 조직에 해당한다. INERS는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의 안 과 환경보호에 련되

는 경제 활동들의 험을 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 이다.

한 환경법 에 REACH의 규율원칙을 수용하고 집행하는 규정들을 보강하며 그에

한 다양한 제재조치등을 마련함으로써 REACH 규정의 실질 인 집행을 가능 하고

있다. 이러한 랑스의 REACH 수용에 한 법규정과 행정운 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리법제의 개선에 참고 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REACH, 험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 리법제, 식품환경 생노동안 청, 환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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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tude sur REACH règlement en France

49)Yoon, Hye-Sun*․Kang, Ji-Eun**

REACH est un règlement européen entré en vigueur en 2007 pour sécuriser la

fabrication et l’utilisation des substances chimiques dans l’industrie européenne. Il

s’agit de recenser, d’évaluer et de contrôler les substances chimiques fabriquées,

importées, mises sur le marché européen. D’ici 2018, plus de 30,000 substances

chimiques seront connues et leurs risques potentiels établis. Europe dispose des

moyens juridiques et techniques pour garantir à tous protection contre les risques liés

aux substances chimiques.

La Communauté européenne a entrepris de moderniser la législation européenne en

matière de produits chimiques et de mettre en place le système REACH, qui est un

système intégré unique d'enregistrement, d'évaluation et d'autorisation des

substances chimiques. Cette réforme s'efforce de concilier la santé, l'environnement

et la préservation de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chimique européenne. Le système

REACH a pour objectif de maîtriser les risques liés à l'utilisation des produits

chimiques dans l'industrie européenne, et de protéger l'environnement et la santé des

consommateurs.

Il y a beaucoup de reglement dans Code environment pour assurer REACH en

france, specialement sanction administratives. Les missions de l'Anses, fixées par

l'ordonnance n°2010-18 du 7 janvier 2010, couvrent l'évaluation des risques dans le

domain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en vue d'éclairer les

pouvoirs publics dans leur politique sanitaire. 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administratif, l'Agence est placée sous la tutelle des ministres chargés de la Santé,

de l'Agriculture, de l'Environnement, du Travail et de la Consommation. L’Institut

* Ph. D. in Law,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 Ph. D. in Law, Lecturer, College of Law, Myong-ji Unives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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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 l’Environnement Industriel et des Risques a pour mission de contribuer à

la prévention des risques que les activités économiques

Aujourd'hui, les problèmes de protection et santé en Corée a soulevé quelques

difficultés, car il semble douteux que puisse être fait application de dispositions du

Code materiel pour produits chimiques. L'étude sur les dispositions et systeme en

France sous REACH peut fournir quelques perspectives utiles à propos de la

modification récent à changer et améliorer régime juridique dans la gestion des

substances chemiques.

Mots clés: REACH, Substances dangereuses, Produits chimiques, Régime juridique de

REACH, ANSES, Code de l'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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