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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pply status of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including MSDS and a way of improving

Database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management staus of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on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 and Chemical Information Cards(CIC) provided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KOSHA) and
also researched the ki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provided in other organizations.

MSDS DB in Korean provided on KOSHANET(which is
Kosha website) is 50,802 in total, among whom are single
chemical substances with 31,870 kinds(18,932%) and are
mixed chemical substances with 31,870 kinds(62.7%). The
number of visiting MSDS DB on KOSHANET for the search
of chemicals was 2,049,806. The number has increased each
year. The CIC provided for workplaces is all 542 kinds : 14

harmful substances subject to permission, 168 harmful
substances subject to management, 360 KOEL(Korean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establishment substances.  

MSDS internationally provided by organizations producing
MSDS DB was written with 16 sections, which is suitable for
the writing basis of American Standards Institute(ANSI)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and
provided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on more than 100,000
kinds in mos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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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는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으며, 이러한욕구의충족을위하
여 새로운 용도의 화학물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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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전세계적으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수는 10만
종에이르며, 국내에서도 4만종이상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
있다. 또한전세계적으로매년 2,000여종의새로운화학물질
이개발되어상품화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매년 4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환경부, 2006b). 이러한
화학물질의사용량증대와더불어화학물질의분류및표지
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ation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이하GHS라함), 신화학
물질 관리정책(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이하REACH라함), 국제적화학물질관리에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이하 SAICM라 함) 제도의 시행예정으로 국제
적인화학물질관리가강화되고있으며(산업자원부, 2004; 정
부합동 GHS 추진위원회, 2005; UNEP, 2006), 화학물질에 대
한 근로자 및 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환경부, 2006a).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하 MSDS

라함) 제도는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조약 170호「화학물질의 작업장내 안전사용에 관한 협
약」의 내용(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MSDS 제도시행과최신의정확한모든화학물질의MSDS 자
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토록 권고)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라함)의「화학물질을위한안전데이
터지침」인 ISO 11014-1 : 1994E의내용을배경으로하고있
으며(IL0, 1990; ISO, 1994),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7월 1일
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안전공단(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에서는 1996년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
하는 사업장의 MSDS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50,633종에 대한 MSDS와 화학물질정보카드(Chemical
Information Cards, 이하 CIC라 함) 542종을 전산시스템(On-
Line Service)과 유인물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한국산업안
전공단, 2006). 
국내 화학물질정보 제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산업

안전공단의 MSDS 무상제공 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제도
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하 으나, 그동안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대한체계적인노력과자체적인연구가거의이루어
지지못하 다(최재욱등, 2002). 사업장에유통중인무기안
료(김형아등, 1998), 대체세정제(윤종국등, 2000), 혼합유
기용제(정규혁등, 2001), 도료희석제(이권섭등, 2003), 분체
도료(이권섭등, 2004), 수용성절삭유(이권섭등, 2005) 등의
혼합화학물질에대한MSDS 신뢰성의조사결과구성성분의
표시내용의 일치율과 작성된 MSDS 16개 항목에 대한 내용

의 신뢰성이 낮은 수준의 문제점으로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MSDS 정보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이 가중
되는원인이되기도하 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난 10년간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구축하여제공하고있는 MSDS와 CIC 화학물질정보의관리
실태의분석과현재국내·외타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화
학물질정보의 종류및현황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화학물
질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라 함) 관리의 문제
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 다.

Ⅱ. 연구 방법

본연구는현재인터넷전산망을통해온라인서비스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 CIC 화학물질정보와 국립
환경과학원, 국립독성연구원, 소방방재청의 국내의 주요 화
학물질정보제공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화학물질정보의종
류와 특성을 조사하 다.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이하
CCOHS라 함) 등의 국외 주요기관의 MSDS 관련 화학물질
정보의제공현황을조사하 다.

Ⅲ. 결과

11.. MMSSDDSS와와CCIICC 화화학학물물질질정정보보의의제제공공및및관관리리실실태태

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한 MSDS DB 구축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규정에 의한 MSDS 자료는
근로자 및 사업주 제공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사의 문 MSDS를 한 화하여 DB 구축
사업을시작하 다. 그진행경과는 table 1과같다.

1995년 10월 3,000종의 문 MSDS를 국내 산업위생 및
환경독성분야 전문가에게 번역토록 의뢰하여 한 MSDS
DB 구축하기 시작하 으며, 1996년 2월부터 문 MSDS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10,000종을 한 화하여 보급하 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
전공단에서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사와 계약을 통해
구축한 한 MSDS DB는 모두 50,533종이며, 지급된 비용
은 $1,897,548(약22억 8천만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나. MSDS DB의관리및이용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미국 MDL사 문 MSDS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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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of MSDS DB construction

Total
1995.10 new development
1996. 2 new development
1996. 12 new development
2001. 6 new development
2003. 4 new development
2004. 3 KOSHA transfer of MSDS DB(50,533) use rights by MDL contract completions.

Number of chemicals

50,533
3,000
7,000

23,300
17,000

233

Table 1. The Korean DB conversion result of the KOSHA which used English MSDS of MDL information system  
inc.

* The 269 kinds of MSDS inclusion that newly wrote at KOSHA.

Chemical substance

Total
Single Chemical
Mixed Chemical

MSDS DB possession number(%)

50,802*(100)
18,932(37.3)
31,870(62.7)

Table 2. The characteristic of KOSHA MSDS DB.

Checking item

Total
Hazards identification /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oxicological information
Exposure controls/personal protection
Regulatory information
Other information (11 sections)

Number of update(%)

622,492(100)
134,925(21.7)
118,305(18.9)
89,059(14.4)
53,116(8.5)

227,087(36.5)

Table 3. The update results on MSDS database during 2000~2004 year.

화를통한 DB 구축(50,533종)과 2005년이후자체적으로생
산(269종)하여 관리하고 있는 50,802종의 DB를 단일 화학
물질과 혼합 화학물질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전체 50,802종의 MSDS DB 중에서 단일
화학물질에 대한 DB는 18,932종(약 37.3%)이었고, 혼합 화
학물질의 DB는 31,870종(약 62.7%)이었다. 
최근 5년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MSDS

DB에 대하여 각각의 화학물질정보내용의 최신성유지
(update)를 위해 미국 MDL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적은
table 3과같다.
주요최신성유지실적은전체 MSDS 구성항목 16개항목

중 유해·위험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134,925건(약 21.7%),
독성에관한정보 118,305건(약 18.9%), 노출방지및개인보
호구 89,059건(약 14.4%), 법적 규제현황 53,116건(약 8.5%)
의순으로정보내용이많이수정·보완되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홈페이지(KOSHA.NET)를 통한 한

MSDS의 사업장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은 table 4
와 같다. 2005년 까지 MSDS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여 검
색한 건수는 모두 2,049,806건 이었으며,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되고있었다.  

다. 화학물질정보카드(CIC)의개발및정보제공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기준 제정물
질에 대한 CIC를 제작하여 유인물과 함께 한국산업안전공
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CIC는 모두 542종이며, 관리대상 유해물질
별로제작되어정보가제공되고있는현황은 table 5와같다.
CIC는 MSDS 내용 중 정보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인 유해
그림, 물리·화학적 특성, 건강 유해성 및 노출기준, 취급
시주의사항및응급조치요령, 법적규제현황등의핵심정



66 이권섭·윤석준·최재욱·김현옥·이종한·양정선

*: Korean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Year

Total
Before of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Number of cases

2,049,806
203,492
163,244
249,190
230,165
255,868
351,406
596,441

Table 4. The result of MSDS searching case through the KOSHA website.

Type of chemicals

Total
Harmful substances subject to permission
Harmful substances subject to management
KOEL* establishment substances

Number of chemicals

542
14

168
360

Table 5. The Chemical Information Cards(CIC) present situation that is providing as make in the KOSHA.

1: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http://www.kosha.net/shdb/msds/main.jsp)
2: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http://ncis.nier.go.kr)
3: National institute of toxicological research(http://www.nitr.go.kr)
4: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http://hazmat.nema.go.kr/index.jsp)

Name of Organization

KOSHA1

NIER2

NITR3

NEMA4

Type of database(Number of chemicals)

Material Safety Data Sheets(50,802)
Chemical Information Cards(542)
List of new chemical substances(1,733)
EU Chemical substance classification number information(7,379)

List and information hazardous chemicals
-Accident precaution chemicals(56)
-Toxic chemicals(555)
-Observational chemicals(20)
-Hazardous materials of Hazardous materials safety control act(68)
-High pressure gas of High pressure gas management act
-Health trouble substance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estricted or banned chemical

Toxicity information DB(176)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2,952)

Table 6.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DB kinds and contents that is providing in domestic mai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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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중심으로 편집되어 취급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구성되어있다.

22.. 국국내내··외외기기관관의의화화학학물물질질정정보보종종류류및및특특성성

가. 국내주요기관의화학물질정보제공내용및특성
국내 주요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와 관련

된 DB종류 및 내용은 table 6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주요기
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 DB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물질

목록 및 정보, 국립독성연구원의 독성정보 DB, 소방방재청
의 위험물정보관리의 위험물정보 등이 있으며, 이들 정보
는 각각 개별기관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정보로 작
성되어제공되고있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물질정보와 소방방재청의

위험물정보 내용의 대부분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
하고있는 MSDS를근거로작성되고있었으며, 국립독성연
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176종의 독성 DB의 경우 급성 및
만성독성과발암성에관련된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었
다. 

Type of chemicals

Total
Existing chemicals
New chemicals

Number of chemicals

40,731
37012
3,710

Table 8. Type of chemicals which is managed in Korea.

Name of Organization (Internet site address)

MSDS Online (www.msdsonline.com)
MSDS Solution (www.msds.com)
Seton compliance resource center (www.setonresourcecenter.com/MSDSs)
Cornell University (msds.ehs.cornell.edu/msdssrch.asp)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ww.ccohs.ca/products/msds)
Vermont Universiry (www.hazard.com)
xford Universiry (physchem.ox.ac.uk/MSDS)
Akron Universiry (ull.chemistry.uakron.edu/erd)
MDL Information System (www.mdl.com)

Number of chemicals

3,500,000
2,500,000
350,000
250,000
200,000
180,000
23,703
20,177
165,000

Table 7. MSDS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supply contents of foreign main organization.

Field

Classificatin on
MSDS DB

Updating cycle

A grade

Single substance
subject of legal
management from
existing DB
: 1,030 kinds*

Once a years

B grade

Substance in new
MSDS DB developed
by KOSHA
: 269 kinds

Once a years

C grade

Single substance
from the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legal management
of existing DB
(excluding mixtures)
: 17,902 kinds 

Once in three
years

D grade

kindsMixture in
existing DB 
: 31,870 kinds

Once in five
years

Table 9. Classification and the update cycle by grade of MSDS.

* Chemicals substance managing at Industrial safety health act and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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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주요기관의 MSDS 관련화학물질정보제공현황
선진외국의주요대학과민간기관등에서제공하고있는

MSDS 관련화학물질정보의제공현황은 table 7과같다. 
미국의민간화학물질정보제공회사인 MSDS Online사및

MSDS Solution사에서는 각각 3,500,000종, 2,500,000종 이상
의 MSDS를제공하고있었다. 선진외국의주요대학교에서
제공하고있는 MSDS는 Akron 대학교 20,177종. Oxford 대학
교 23,703종, Vermont 대학교 180,000종, Cornell 대학교
250,000종이었으며, 정부기관인 캐나다 CCOHS에서는
200,000종의정보를제공하고있었다. 
국제적인 MSDS DB 생산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

는 모두의 작성은 ISO, 미국국립표준연구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이하 ANSI라함)의작성기준에적
합한16개항목으로작성관리되고있었다.

33.. MMSSDDSS 화화학학물물질질정정보보DDBB관관리리개개선선방방안안

가. MSDS 신규작성이필요한화학물질의수
2005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존화학

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현황은 table 8과 같다. 기존화학물
질은 37,021종이며, 1991년부터 2005년까지신규화학물질로
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은 3,710종이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일 화학물질

MSDS DB 18,932종은 국내 유통 단일 화학물질 40,731종의
약 46.5%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으며, 추가적인 MSDS 신규
작성이필요한화학물질은 21,799종이었다. 

나. MSDS DB 관리에필요한최신성관리주기설정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 정보

내용의 정기적인 최신성 유지관리를 위해 설정한 DB의 등
급별관리주기는 table 9와같다.
보유하고 있는 DB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관리되고있는화학물질
은 A등급,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작성한
MSDS는 B등급으로 구분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주기로 관
리하고, 법적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제외한 단일 화학물질
은 C등급, 혼합 화학물질은 D등급으로 구분하여 3~5년 주
기로 MSDS 내용이관리될수있도록설정하 다.

Ⅳ. 고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
련정보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는근로자및사업주에게정확한화학물질정보를제공
하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
입·사용·운반하는사업장의 MSDS 작성과개정에도움을
주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따라서그특성상다양하
고 정확한 화학물질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하며, 제공되는
MSDS는신뢰성이확보되고표준화된형식으로관리되어야
한다(최재욱등, 200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초창기 한 MSDS DB 구축과 관련

하여 문 MSDS의 한 화 번역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도 하여 반복적인 문장·문구의 표준화를 위한 MSDS 번역
지침서(한국산업안전공단, 1995)의 개발과 기계적 번역 전
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하는 방식으로 50,533종의 미국
MDL사 문MDSD를한 화하여보급함으로써 1996. 7. 1일
부터시행한 MSDS 제도의정착과발전에크게기여하 다.
그러나 한 MSDS의 신규작성과 최신성 관리에 필요한 기
술의미국 MDL사의존성으로계약비용의계속적인증액요
구와 화학물질 정보 생산의 기술적 자립 체계 구축 지연 등
의 문제점이초래되어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100종~200여종의 한 MSDS의 신규작성하고 최신성
을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2005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어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
물질로관리되고있는단일화학물질은 40,731종이다.(국립
환경과학원, 2005; 환경부, 2006b).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제
공하고 있는 50,802종의 MSDS DB중에서 단일 화학물질은
18,932종으로국내유통단일화학물질의약 46.5%에해당되
는 수준으로 미 제공되고 있는 21,799종의 MSDS를 추가로
신규작성하여사업장에제공될필요가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수시로실시하는MSDS DB의최신

성유지는그내용이적절하게보완되어자료가지속적으로
관리될수있도록하고화학물질정보의내용은정확하고신
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보완되고 관리되어져야한다.
그동안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MSDS DB에 대한 최
신성유지관리는미국 MDL사기술의존성으로최신성유지
내용에 대한 화학물질별 이력관리가 실시되지 않아 지금까
지 실시된 DB 수정·보완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
로 현재제공되고있는 MSDS 정보내용의지속적인최신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DB를 4 등급으로 구분하
고정기적인관리주기(1년 1회또는 3~5년 1회)를설정하여
관리할필요가있다. 이러한 MSDS DB의관리는표준작업지
침서에 준한 절차와 용어를 사용하는 신뢰성보증체계
(Quality assurance unit, QAU)에서관리되어져야하며, 화학물
질정보 관리의 5원칙(다양성, 정확성, 신뢰성, 유용성, 표준
화)에부합될수있는수준에서관리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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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의경우 MSDS와비교하여다른사항은산업안전보건
법의 보건관리와 관련된 주요 유해 화학물질정보를 이용하
는 소비자(근로자, 긴급 대응요원, 운송자, 일반 대중)에게
그내용을이해하기쉽도록간략하게작성한자료이며, 차별
화되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
류정보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주요
위험화학물질에대한추가적인자료의작성과제공이필요
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는 GHS체
계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정보로 그 내용이
보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MSDS제도는화학물질정보제공의수단이며, 화학물질종
합관리 체계의 기본이다(이권섭 등, 2004; UN, 2005). MSDS
는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을공개하여안전하게취급함으
로서 사고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표적인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OSHA,
1998; UNEP, 2005; 환경부, 2006). 향후유럽연합의REACH 제
도의시행(EC, 2003; 산업자원부, 2004)과관련하여우리나라
에서도화학물질등록제도의도입이예상되고있으며, 동제
도의 도입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의사용도중일어날수있는노출시나리오를포함
하는화학물질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의작성
을 의무화하여 화학물질정보의 하위사용자(근로자, 소비자
등)에게공급하도록하고있다. 화학물질을사용하는사업주
는공급자에게서받은화학물질정보를기초로노출시나리오
가포함한MSDS를공정별로비치하고화학물질관리요령을
작업공정에게시하여야한다. 따라서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물질별 MSDS 내용에도화학물질안전보고서의노
출시나리오가포함될수있도록하여 사업장에서관련정보
를이용할수있게하 으면한다.

Ⅴ. 결론

1. 한국산업안전공단MSDS DB는모두 50,802종으로단일
화학물질은 18,932종(37.3%)이었으며, 혼합 화학물질은
31,870종(62.7%) 이었다. 단일 화학물질 DB는 국내 유통 화
학물질 41,731종의약 46.5%에해당되는수준이며, 추가적인
신규작성이필요한화학물질은 21,799종이었다.

2. 공단에서보유하고있는MSDS에대한최신성유지실적
은전체 MSDS 구성항목 16개항목중유해·위험성및물리
화학적특성, 독성에관한정보, 노출방지및개인보호구, 법
적 규제현황의 순으로 많이 수정·보완되었다. 2005년 까지
MSDS를이용하기위해공단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검색한

건수는모두 2,049,806건이었으며, 그이용건수는매년증가
되고있었다. 

3. 사업장에 제공되고 있는 CIC는 모두 542종으로 허가대
상유해물질 14종, 관리대상유해물질 168종, 노출기준제정
물질 360종이었다.

4. 국내 주요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화학
물질정보 DB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국
립환경과학원의 유해물질 목록 및 정보, 국립독성연구원의
독성정보, 소방방재청의위험물정보관리의위험물정보등이
었다. 국제적인 MSDS DB 생산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는 모두 ISO와 ANSI의 작성기준에 적합한 16개 항목
으로작성관리되고있었으며, 대부분의기관에서약 10만종
이상을제공하고있었다.

5.  사업장의 MSDS 화학물질정보생산에도움이될수있
는 화학물질의 독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GHS 체계
에의한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분류정보, REACH 제도에
의한노출시나리오정보등의추가적인정보제공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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