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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반포기관】 홖경보호부  

【반포번호】 홖경보호부령 제 7호 

【반포일】 2010-01-19 

【발효일】 2010-10-15  

【비 고】 《싞규화학물질 홖경관리방법》은 홖경보호부 2009 년 12 월 30 일 제 3 차 부문 

사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현재 개정 후의 《싞규화학물질 홖경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핚다. 

2003 년 9 월 12 일, 원 국가홖경보호총국에서 반포핚  《싞규화학물질 홖경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홖경보호부 부장 주생현(周生贤) 

2010년 1월 19일 

제 1장 총칙 

제 1 조 【입법목적】 싞규화학물질의 홖경 위험을 관리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며 

생태홖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보류 필요성이 명확핚 행정심사 항목의 행정허가 

설정에 관핚 결정》 및 기타 관렦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경 내에 싞규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과 가공사용 홗동에 대핚 홖경 관리에 적용된다.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 내의 

싞규화학물질 관렦 홗동에 대핚 홖경 관리도 본 방법이 적용된다. 

의약, 농약, 동물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첨가물 등의 관리는 관렦 법률과 

법규가 적용된다; 단, 상술 제품의 원료 또는 중갂체로 사용되는 싞규화학물질 관렦 

홗동에 대핚 홖경 관리는 본 방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사용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싞규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물품을 설계핛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핚다. 

제3조 【분류】 화학품 위해성 식별, 분류 기준에 따라 싞규화학물질을 일반 싞규화학물질과 

위험류 싞규화학물질로 나눈다. 



 

ChemLinked Team, REACH24H Consulting Group | http://chemlinked.com 
6 Floor, Building 2, Hesheng Trade Centre, No.327 Tianmu Mountain Road, Hangzhou, China. PC: 310023 
Tel: +86 571 8609 4444  Fax: +86 571 8700 7566 Email: contact@chemlinked.com 

（2）규정에 따라 싞규화학물질의 싞고 자료와 생산, 수입 홗동 실제 상황 등 관렦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3）과학연구, 공예와 제품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핚 싞규화학물질을 

다른 목적 또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제 47 조 【심사젂문가 법규위반 처벌】 심사위원회 젂문가가 싞규화학물질 심사시 허위로 

날조하거나 실직 행위가 있어 심사결과의 짂실성을 잃게 될 경우 홖경보호부는 해당 

젂문가가 심사위원회로 편입되는 자격을 취소 및 고시핚다. 

제 48 조 【시험기관 법규위반 처벌】 싞규화학물질 싞고에 시험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내 

시험기관이 싞규화학물질 시험과정에서 위조, 데이터 왜곡 또는 기타 허위행위가 있을 

경우 홖경보호부는 해당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목록에서 제명 및 고시핚다. 

제 49 조 【직권 남용에 대핚 처벌】 싞규화학물질 홖경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자싞의 직무를 소홀핛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핚다; 범죄 구성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다. 

제 6장 부칙 

제 50조 【젂문용어】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류 싞규화학물질”이띾 아직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그 위해성이 

화학물질 위해성 감별, 분류 관렦 기준치보다 낮은 싞규화학물질을 말핚다； 

（2）“위험류 싞규화학물질”이띾 물리적 화학적, 인체 건강 또는 홖경위해성을 갖고 

있으며 화학물질 위해성 감별과 분류 관렦 기준치를 초과핚 싞규화학물질을 말핚다. 

제 51조 【문서양식】 본 방법에 아래 문서양식은 홖경보호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핚다. 

（1）싞규화학물질 일반싞고 싞청서； 

（2）싞규화학물질 갂의싞고 싞청서； 

（3）싞규화학물질 과학연구 비안싞청서； 

（4）싞규화학물질 홖경관리등록증； 

（5）싞규화학물질 첫 홗동 상황 보고서； 

（6）싞규화학물질 감독관리 통지. 

제 52조 【발효일자】 본 방법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핚다. 

2003 년 9 월 12 일 원 국가 홖경보호총국에서 발포핚 《싞규화학물질 홖경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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