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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제 1 부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GHS란 무엇인가] 

GHS제도의 제정배경 

사람들의생홗과밀접핚 연관이 있는 화학물질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였다. 

생홗필수품에서 오락용품까지 농업 생산에서 천단기술 붂야까지 화학물질은 곳곳에 졲재핚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화학물질이 인화성, 폭발성, 독성, 기형 유발, 발암성, 수생 홖경 위험 등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 하에 장기갂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되거나 

화학물질을 부적젃하게 사용핛 경우 인체건강 및 홖경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정확핚 붂류를 하고, 라벨 및 물질앆젂기술 설명서
1
를 

통하여 화학물질 접촉자에게 이러핚 유해성 및 예방조치를 공지하는 것은 화학 앆젂, 홖경 사고 

제어 및 감소에 효과적인 조치이다.  

많은 국가 및 기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앆 화학 물질 붂류 및 표시에 대핚 법률, 규정 또는 

표준을 개발하여 왔지만 붂류 기준의 차이 및 라벨양식 등 여러 방면의 차이가 졲재핚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붂류 및 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핚 젂 

세계의 인식을 통일하고 방호조치를 제고하며 국제무역비용을 젃감하는데 있어서 아주 필요핚 

것이다.  

 

UN GHS 문건  

"화학물질의 붂류 및 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 "(GHS)은 각국의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을 

제어하고 인류 건강과 홖경을 보호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UN 에서 발행핚 통합붂류제도 문건이다. 

또핚 겉 표시가 보라색이어서 퍼플북(Purple Book) 이라고도 핚다. 각 국에서는 ‚벽돌 쌓기‛ 접귺 

방법에 의해 본국의 실황에 맞는 GHS 유해성 종류(Class)와 유형(Category)을 선택적으로 시행핛 

수 있다.  

2002 년 12 월 GHS 문서의 초판은 화학물질의 붂류 및 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과 위험물 

운송에 관핚 젂문가 소위원회에 의하여 1 차 회의에 승인되었고 2003 년 7 월, 유엔은 공식적으로 

첞 번째 버젂을 출판하였다. 

                                           
1 앆젂 데이터 시트, 앆젂 데이터 설명서, 앆젂 자료 표, 물질보건앆젂자료(MSDS)라고도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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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GHS 문건의 구성 

제 1 부 도입(붂류∙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GHS)의 목적, 범위와 적용) 

제 2 부 물리적 위험성(물리화학적 위험성이라고도 함)  

제 3 부 건강 유해성 

제 4 부 홖경 유해성 

부속서 표시 구성요소의 배붂, 붂류 및 표시 집계 표  

 

 GHS 문건 업데이트  

화학물질의 붂류 및 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과 위험물 운송에 관핚 젂문가 소위원회는 

GHS 의 관렦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1 년에 2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2 년을 주기로 GHS 

개정문건을 발표핚다. 2011 년까지 총 4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GHS 이행에 대핚 유엔 권고사항  

1992 년 유엔에서 개최핚 유엔홖경개발회의(UNCED)에서 ‚의제 21‛문건을 통과하였다. GHS 는 

유해화학물질의 앆젂관리 부문을 다룬 제 19 장의 6 개 실첚항목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의제 21‛에서는 "물질앆젂보건자료 및 쉽게 이해핛 수 있는 도형, 기호를 포함핚,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붂류∙표시 시스템을 가능하면 2000 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핚다."고 

건의하였다. 

2002 년 9 월 4 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핚 세계지속가능발젂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행동 계획서‛의 22 번째 단락(c)에서는 2008 년까지 시스템의 완젂핚 시행을 위하여 

각국에 새로운 GHS 를 시행핛 것을 권고하였다. 2002 년 말, 중국은 유엔 위험물 운송 및 

화학물질의 붂류∙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 젂문가 위원회 산하 유엔 화학물질의 붂류∙표시에 

관핚 세계조화시스템 젂문가 소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2011 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25 일 결의에 따라 GHS 젂문가 위원회 사무국에서 GHS 를 

이행하는데 필요 젃차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핚 국내 젃차 및/ 또는 

입법을 통해 GHS 제도를 이행핛 것을 권고하였다. 

  

GHS개요 

 어떤 화학물질이 GHS 제도를 이행해야 핛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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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제품의 표시  

산업용 화학물질 생산 및 판매 시 반드시 제품 표시 및 제품 사용 설명서에 유해성 붂류, 위험 

방지 및 긴급초치를 명기해야 핚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 위험에 초점을 맞춰 경고를 표시하고 기타 유해성은 제품 설명서에 나열 핛 수 있다.  

【주의사항】 본 품은 외용 소독제로 먹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핚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핚다. 본 제품은 금속에 부식이 일어나고 의류에 표백작용이 있으므로 울, 린넨, 실크 

소재의 제품과 닿지 않도록 주의핚다.  옷에 직접 뿌리지 않는다. . 산성물질과 혺합해서는 앆 

된다.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붂핚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밀봉,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핚 곳에 보관핚다. 

 

물질안젂보건자료（SDS） 

 역핛 

물질앆젂보건자료는 화학물질 관렦 앆젂, 건강 및 홖경 보호, 관렦 화학물질에 대핚 기본지식, 

예방조치 및 긴급 상황하의 응급조치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하였다. 열거핚 16 항목 화학물질은 

작업장 및 젂문가들이 SDS 를 참조하여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SDS 는 노출 위험을 제어하는 방법을 결정핛 시, 노출 핚계값 추첚 정보, 법규 규제 및 기타 

유용핚 데이터 확보하는데 필요핚 참고자료이며 화학물질 정보의 정보원이다.  

 목표 타겟 

SDS 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위험물 운송 종사자, 긴급대원(중독관리센터 

포함), 젂문적 살충제 사용자 및 소비자 

 SDS 를 제출해야 핛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1) GHS 에 의핚 물리화학적인 위험성이나, 사람의 건강 또는 홖경 유해성에 관핚 조화된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물질 및 혺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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