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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has caused a great change in our society and lead the Korean people

to lose faith in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overcome this mistrust,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have undertaken certain efforts, including a voluntary agreement on consumer product safety. All the ingredients

of a consumer product should be disclosed according to this voluntary agreement. There were also unexpected

benefits occuring from this process. We found that the concept of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product safety

differed greatly among the various actors in Korean society. Corporations believed that a product could be

considered safe if it contained no regulated substances. We have come to believe that this may be an important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The Korea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civil organization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it is a corporation's responsibility to evaluate the risks of products before they are

introduced to the market.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se voluntary efforts are clear, and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extreme recklessness should be introduced into regulations on

product safety.

Key words: Corporate responsibility, voluntary agreement, ingredient disclosure, product safety, extreme

recklessness

I. 서 론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발표를 통해 산모

와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괴

질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

들의 집단적 행동이 발현된 것은 2016년의 일이었

다. 옥시가 숨긴 진실의 일부가 2016년 검찰조사와

국회특별위원회 조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

이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옥시 불매 운동이 전개되

면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1월「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이행할 대

책으로서 2017년 2월「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

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였다. 자발적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사로 하여금 제품 안

전 정책을 강화하고 제품의 전 성분 정보를 국민에

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협약은 정부와

기업 간에 체결된 것이었지만, 운영과정에서 시민사

회단체가 일부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마련하기로 하

면서, 가이드라인을 매개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단체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 성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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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자발적 협약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사

실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성과는 제 주체 간 시

각차가 드러난 것이었다. 제품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

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시

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글은 가습기 참사를 통해 드

러난 제 주체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그 차이를 조정하거나 인정하면서 제품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제 주체 간에 이루어진 공동 노력을 소

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한국

사회의 제품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것이다.

II. 시각 차이의 발견과 대응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추진 경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산업기술원과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 유통사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 자발적 협약에 따른 생활화

학제품 안전관리 공동 노력을 추진하였다.1) 참여기

업과 정부는 구체적으로 역할을 배분하였다. 기업은

제품 내 함유된 전 성분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제품

성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기업 경영에 안

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자율적

인 제품 안전 관리지침을 마련하며, 소비자 피해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다섯 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협약이행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성분 용어 통일을 위한 성분사전을 발간하고,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

다. 협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항목은 전 성분 공개

였다. 2017년 상반기에는 기업이 원료 성분을 확인

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였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제

시한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 성분 정

보 제출을 시작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제

품을 제조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 외에 비의

도적으로 잔류하거나 발생한 물질까지 확인하여 전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이 중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원료물질에 대해서 함량에 상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환경산업

기술원은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

쳐 인터넷으로 전 성분 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현재 1,125건의 제품 전 성분 정보가 환

경부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2)

2.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과 시민사회단체의 결합

정부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신뢰할 수 있

는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관으로 노동환

경건강연구소가 선정되었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격월 1회 자

발적 협약 참여기업들과 정부간 실무 협의체가 운영

되었다. 이 공간에서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대

한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후, 기업과 시민

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논

하는 기회를 조심스럽게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 제

조, 수입, 유통사와 시민사회단체는 접촉 기회가 많

지 않아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대화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하면서 합의에 도달

하였다. 가장 큰 이슈는 제품 중 성분별 함량의 공

개였다. 기업은 전 성분 공개에 동의하지만 함량까

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시민사회단

체는 이를 수용했다. 대신, 시민사회단체는 함량 공

개 대신 유엔이 정한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른 제품

유해성 분류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품 내 유해 성분을 파악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합물인 제품 유해성 분류 결

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을 수용했다. 그밖에도

영업비밀과 불순물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제품

의 정보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구축되어 제

품 정책 개발의 근간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의하였다.

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서 전 성분 공개가

갖는 의의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한국에

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 성분에 비밀 정

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사와 수입사가 제품

내 전 성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2016

년 국회에서 운영한「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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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가습기특위)」 활동에서도 드러

났다. 국회가습기특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수입

유통한 기업을 조사하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에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부실하거나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최종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들은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

었다.3) 그 이유는 원료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 등

의 사유로 공급망에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 제품 제조자가 굳이 원료 성

분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었다.

생활화학제품에 어떠한 유해 성분이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위험을 예측하고 제거하며 모니터링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전 성분 공개가 추진되는 것은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겠지만, 제품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시각차의 발견

제 주체 간 대화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

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

면서, 기업과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간 지식이 공유

되기 시작했다. 공유지식에 기반한 질문은 막연하지

않으며, 상호 토론을 발전시키는 힘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제품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되는가’에 대해 시

민사회단체와 기업의 관점은 매우 달랐다. 기업이 제

품의 원료 성분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알게 된 시민사회단체는 “제품의 성분을 모르면

서 제품 안전을 어떻게 확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

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업은 “정부와 국제사회

에서 정한 금지, 허가, 제한 물질이나 유독물과 같

은 규제물질은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

다. 대부분의 기업은 모든 원료를 파악하는 대신 정

부나 국제기구가 정한 물질이 원료에 함유되지 않았

다는 확인을 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서 원료를 구매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품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기업의

‘방법’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가습

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기업은 규제물질만 관리하

는 수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는 점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들

은 유독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질문은 확

장되었다. 현재의 법제도에 제품의 위해성평가가 의

무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시민사회단체가 물었다.

정부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조차도 원료

성분을 확인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제품 위

해성 평가가 제도화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공감대는 어렵지 않

게 형성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노력을 통하여 위해

성 평가를 의무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정부와 기

업과 시민사회단체 앞에 놓이게 되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한 가지 질문을 매우 적극적

으로 던졌다.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미량 함

유된 것은 괜찮지 않은가?” 제품의 전 성분 정보를

확보하다보면 미량 함유된 불순물 정보 등을 파악하

여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시민사회단

체는 이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기업이 성분별

함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분

유해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

민사회단체는 대안으로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정

보 뿐 아니라 혼합물 제품의 유해성 분류 정보 및

제품 위해성 평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고 제안했다. 결국 전 성분 공개에서 함량 정보를

제외하는 대신 제품 유해성 분류 정보를 함께 공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이 확장되

었다. “제품 유해성 분류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는 것

을 의무화할 수 없나?”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및 혼

합물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산업용제

품과 생활화학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화학제품

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라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우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용

제품은 유해성 분류 정보가 표시되지만,「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분류와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은 성분별 정보 외에 제품의 유

해성 분류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합리적 판단

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나, 정부는 제품 유

해성 분류를 제도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다. 제도 추

진의 기반인 기업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제

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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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초록누리에 제품 유해성 분류결과가 함께

공개되었다가, 기업에서 스스로 분류한 결과에 오류

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현재는 제품

유해성 분류정보 제공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다. 시

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였고, 제도화 이

전에 기업에 제품 유해성 분류를 할 수 있는 역량

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을 구성하고

있다.

5. 2차 자발적 협약 추진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 대화는 기존의 대

화에 비해 성공적이었다. 상호 이해가 높아졌으며 객

관적인 지식을 공유하여 그에 기반한 협의를 진행했

기 때문이다. 덕분에 전 성분 공개는 ‘공개’ 그 자

체에 그치지 않고 제품 안전 관리라는 화두를 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2월 자발적 협약은 종

료되었으나, 원료 성분의 확인과 공개 뿐 아니라 원

료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유해성을 분류하며

최종적으로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 의논

하는 일은 이어지고 있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

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제 주체

는 상호 대화의 경험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으로 성공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규제물질 관리에서 원

료 유해성 확인으로’라는 전환적 슬로건에 합의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2차 자발적 협약이 추진되었다.4) 2차 자발적 협

약에는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2차 자발적 협약이 목적하는 원료 유해성

평가는 제품 위해성 평가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I. 기업 책임의 질적 강화에 대한 전망

1.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

인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과 환경의 피해를 예

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질의 유해성과 용도 및

노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평가해왔다. 그

러나 기업 대신 정부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 되면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결

국 유럽은 2006년「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법률(REACH)」을 제정하여 정보생산

과 위험확인의 책임을 기업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작

업을 시작했다.5) 우리나라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6) 이론적

으로는 생활화학제품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한

물질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화학

물질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화학물질 때

문에 발생된 피해들에 대응하는 방식은 정부가 기준

을 마련하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제품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

질을 정해주고 유해한 물질은 함량을 제한해주었다.

이렇게 정부가 제시한 기준만 지키면 제품은 안전한

것처럼 유통되었다. 이러한 시장에서 기업이 제품의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할 역량은 요구되지 않

았다. 기업의 책임 강화는 기업의 역량에 비례한다.

낮은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기업의 책임 강화에 대한 저항과 실무적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2.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한국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하였

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7년부터 2년간 진행

된 자발적 협약은 앞서 검토한 관행이 고스란히 담

겨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기업의 제품 안전 프

로세스를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마주앉아 확인

하는 과정이었다. 정부 제도와 기업의 안전관리 프

로세스에 대한 공유지식이 확보되면서 정부와 기업

과 시민사회단체는 변화를 위한 질문을 구성하고 있

다. “규제물질 관리가 제품 안전 관리인가?” 같은 질

문의 힘은 매우 컸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께 만들어냈고, 변

화를 이루기 위하여 2차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3. 더 큰 변화의 전제조건

2차 자발적 협약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기업의 책

임을 강화하는 것을 온전히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기

업의 책임이 약한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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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강화될 수 있을까?” 같은 합리적 질문을 함

께 던져야 할 때이다. 따지고 보면, 생활화학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사들이 규제물질 관리를 제품 안전

관리와 등치한 것은 제품 안전을 사전에 확인할 책

임이 명시되지 않은 사회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

므로 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 또한 추진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중과실 개념을 도

입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어

떠한 개발행위나 제품생산 및 유통 판매 행위에 있

어서 사전에 위험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만약 기업이 이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중과실로 보아 강력한 처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된다면, 사

전에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숙제로 놓일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는 문제로 제품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면

책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는 위험을 확인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어, 위험을 확인하지 않아 모르는 것에 대해 기업

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

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기업이 사전에 위험을 확

인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유해성 확

인과 위해성 평가와 같은 도구는 그 때에서야 비로

소 제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마치며

모든 사회는 대형 참사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고

주체간 협력을 강화한다. 안전의 영역에서 이것을

‘사고로부터 배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그간 사고로부터 배우는 것에 너무 인색하였으며, 예

방 가능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2년

간 추진된 자발적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부터

공동의 질문을 사회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

고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만드는 기간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규제물질 관리가 제품 안전을 확보하

는 것이라는 신념으로부터 벗어나, 제품의 위험을 사

전에 확인하려는 노력을 이행하기 위해 2차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온전한 책임은 사전

에 제품의 위험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는 것을 어느 법률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의논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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