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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노동환경건강연구소국제컨퍼런스

금융산업공익재단 박홍배 이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박홍배입니다. 
재단을 2018년에 설립한 대한민국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10만 노동자와 33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 아시아 이웃국가들의 도움을 받으
며 OECD에서도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노동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 재단은 대한민국의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쌓은 소중한 자산을 아시아 전체 지역의 시민사회 
및 정부와 공유하고 각국의 발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실천적인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IPEN(International Pollutants Elimination Network, 유해물질추방 
국제네트워크)가 우리 재단의 든든한 글로벌 ESG 협력 파트너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호르몬, 수은 중독, 맹독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시아의 모
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 나라의 실천가들에게 깊은 존경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각 국
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적 모티브를 찾는데 오늘의 컨퍼런스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재단은 여러분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아시아”

Hongbae PARK

2022.3.31.(목) 15시, 상연재 별관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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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윤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모든 이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WIOEH)는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1999

년에 설립된 민간연구소입니다. 연구소는 그 동안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시민들의 환경오염 문제

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노동자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

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NGO들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오

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환경호르몬 노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는 그 프로젝트의 1차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금융산업공익재단 박흥배 이사님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신 아시아 

국가 NGO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기업의 ESG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소외된 아시아 지역 노동자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unk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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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everyone, my name is Diandra and there’s also my colleague Chlara.
For research from Indonesia, it was carried out by 2 organizations namly Gita Pertiwi 
and Ecoton.
Follow-up of this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by two organization in two cities in Indo-
nesia namely Gita Pertiwi in Surakarta and Ecoton in Gresik. For the follow-up to the 
city of Surakarta, the results of the chemical content test of BPA, BPS and phthalates 
in Indonesia will be disseminated to the public by holding an online webinar and will 
invite teachers parents and also the city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police’ and ‘little doctors’ in school will also be given new insights 
about the dangers of thermal paper and erasers.
Education to the public will be also carried out via social media with short, interesting 
and easy-to-understand information.
For wider publication, radio broadcasting activities will be carried out at one of the 
major trusted radio stations in city of Surakarta as a form of our campaign to the pub-
lic.
 
Hello everyone. So in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deliver our future plan for future 
campaigns which relates to our campaigns before, so firstly, we would do an advanced 
research where in this activity we would make a Google form or do a direct interview 
with society to find out their perceptions about erasers which are for students and 
thermal papers for all ages. And the output of this activity is the release an infograph-
ic.
After that we would educate the society about the harm of thermal papers and about 
the harm of erasers, through our social media and our event in our mobile plastic ex-
hibition, we will educate the society.
Lstly from the research and from the perceptions of the society, we will combine 
them together and the results of that we will use it to notify the producers to not use 
the dangerous materials for their products anymore and to notify the government to 
watch the distribution of the dangerous materials and also to give alternative to ther-
mal use.

Oktaviani Ikasari/ Eka Chlara Budi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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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 Conferenc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Wonjin Institute of Occu-
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for this project.
We are glad that we are able to test erasers and thermal papers for the presence of 
EDCs.
The issue on EDCs was first taken up by CAP in 1998.
During that time in a joined project with   Japan Offspring Fund (JOF) we pub-
lished posters and publication. We also organiz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CB (Polychlorinated Biphenyl) which was held in Penang in 2003. It was attended 
by participants from 10 countries in the Pacific Rim.
Following to that CAP presented a memorandum to the Malaysian government to 
take action on the EDCs especially on the disposal of hazardous waste.
In the study on Thermal papers from Malaysia out of 44 samples 27 were found to 
contain BPA and 13 samples BPS.
In the study on erasers out of 40 samples from Malaysia, phthalates were detected 
in 26 of them. 
Presently in Malaysia there are no standards for BPA  analogues in Thermal pa-
pers and phthalates in erasers.
Following to this study we will highlight the issue in the media and   will be call-
ing on the government to come out with the standard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s an eye opener as we are able to present to the  Ma-
laysian government  the details on the levels of Bisphenol analogues and phtha-
lates in products sold in the country.

Hatijah Ha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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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to you, depending on where 
you are joining from,
I’m Chalani Rubesinghe from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The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is a national-level environmental organiza-
tion in Sri Lanka working towards the vision of “justice for all” through law and 
science. 
Our main focus areas include;

In all our programs we make sure that men and women are equally represented 
and civil society engagement is strengthened. 
This study result is important for Sri Lanka because we don’t have any regulation 
for levels of BPA  or its harmful alternatives on thermal papers. 
Also, with regard to Phthalates in erasers, Sri Lanka does not have strict regu-
lations or surveillance to protect children from exposure to harmful chemicals 
through these stationery products. 
Also, EDCs is one of the least discussed chemical contamination matters in Sri 
Lanka, and therefore, we believe that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draw the atten-
tion of regulatory bodies to the matter of EDCs while emphasizing possible toxic 
chemicals found in plastics.
We also plan to incorporate these results in emphasizing the contamination of 
children’s products with EDCs as revealed by the BPAs found in feeding bottles
First I would like to thank Tripti from IPEN regional hub and the Wonjin Institute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WIOEH) for getting CEJ involved in 
the study and gratefully acknowledge the funds from FIPIF.
I will just highlight the key findings on samples sent from Sri Lanka.

- Environmental Justice Program that includes most of our litigation 
   work
- Environmental Literacy and Networking 
- Natural Resource Governance and Advocacy Campaigning and
- Citizen Scienc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that in
  cludes most of our scientific research and awareness-raising among 
  the general public.

Chalani Rubesing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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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bisphenols, the testing detected BPA and BPS in the samples. One 
chemical in almost 50% of the samples. But none of the samples contained both 
and only one sample detected negative for both chemicals. 
As for the categories of samples, we observed almost 50 % distribution of the two 
chemical types in all categories.  

Unfortunately, all these samples had BPA exceeding the EU BPA regulatory limit; 
<0.02%
Interestingly, we found that around 10 samples we collected were non-thermal 
papers and we hope that the use of those types of papers could be the solution to 
avoid spreading this toxic chemical. 

As for the Phthalates in erasers, out of the 40 samples, only 2 – 5 samples had one 
or more of the types of Phthalates tested. However, some of them were found to 
have exceeded the most accepted standard of 0.1% or 1000 mg/kg. 
Although this seems like a small number, we believe that the lack of proper regu-
lation has some negative impacts on Sri Lanka as well. Because as you can see on 
this slide, the sample sold in Vietnam had no phthalate. Whereas the same brand 
sold in Sri Lanka had higher levels of phthalate, being an evident for double 
standard. 
So, with these results actually, we first plan to document the results to a research 
paper or a small report, because we find it really useful to have a document to 
refer to when we talk about these contamination data, explained in a simple lan-
guage. 
With that we plan to have a stakeholder discussion to highlight, all these toxic 
chemical studies related to consumer product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going 
for alternatives as well as having regulated limits for the country and a surveil-
lance system to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Of course, we also expect challenges such as slow response and difficulty to 
convince these regulators, but we will try our best!. 
With that I would conclude my presentation a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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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어린이 환경보건 사업 개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보건법」에서 정의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부
터 위탁받아,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관리 지원사업(19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21년~)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 ’19~’21년도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추진현황 >

○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크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와 어린이용품 위해 
관리로 구분하여, 
      -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    
          하여 매년 지자체·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방문을실시하고 있다. ’19년 4,303개소, ’20년 
          5,312개소, ’21년 4,667개소 등 매년 4~5천 개소를 방문하여 점검해오고 있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6 가크롬 등 중금
         속류, 마감재료 표면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다른 법이 사용을 금지한 목재방 부제류 
         등을 점검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용 제품의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시중
        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환경유해인자(263종)의 위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9년 5,000개 제품, ’20년 2,500개 제품, ’21년 2,000개 제품을 수거
        하여 환경 유해인자 위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작년부터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21년부터 수행하고 있
        다. 본 사업에서는 상세조사(5,000명, 임상/성장인지발달/환경설문)와 대규모조사(65,000
        명, 환경설문)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프탈레이트) 개정>

○ 국내에서는 ’09.2월에 「환경보건법」제정을 통해,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개념으
로 사용된 마감재의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처음 마련하였으며,

구분 목표
’22년  ’21년     ’ 20년    ’19년

4,300     4,667   5,029   4,303

  2,000    2,000   2,500  5,000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시설수)

어린이용품 위해관리(제품수) 

실적



92
Jonghwan KIM

 ○ 최근에는 ’21.7월에 환경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어린이 환경보건 기준 강화 요구 (’19.10)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활동공간 내 바닥재에 함유된 프탈레이트(6종 : DEHP,  DBP, BBP, 
    DIDP, DINP, DNOP)를 총합 0.1% 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21.7월에 개정하였다.
   - 이를 위해 ’20년부터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 어린이활동공간 관계
     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하였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는 주로 PVC 바닥재에 함유된 프탈레이트가 실내먼지와  결합
      하여 어린이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바닥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에 주된 이유이다.

<이해관계자 협조 중요성>

○ 일반적으로 급격한 규제기준 강화는 해당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야기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어린이활동공간의 프탈레이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비용 부담과 시료 채취 
       를 위한 바닥재 훼손 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 관련 후속지원>

○ 이번 프탈레이트 개정 기준은 5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둬, ’26.1월부터 적용되는 데, 금년부    
    터 해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 400개소의 바닥재의 프탈레이트 함
    량을 미리 진단하고 규제를 맞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바닥재의 환경표지(Eco-label) 인증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인증기
    준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 따라서, 어린이활동공간 시설을 처음 허가할 때 ‘확인검사’를 통해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
    고,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는 1 과거 시설에 변동이 없을 경우 지도점검 항목에서 면제, 
    혹은 2 시공된 바닥재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이 확인되면 검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치는 말>

새로운 규제는 설계와 입법 과정도 중요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큰 어려움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 어린
이활동공간과 운영시설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규제순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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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정책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다각도로 논의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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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이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 
사회의 친구로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부 일을 하다 보니
까 그 쪽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융 산업 공익재단(Financial Industry Public Interest Foundation; FIPIF)의 
지원을 받아 시민 사회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시아 여러 국
가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한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환경호르몬(Environmental Hormone; or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인데요. 그동안 환경호르몬 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990년대 말에 환경호르몬은 기후변화나 오존층 파괴와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이슈라
고 평가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습니다. 이에 정부는 환경호르몬의 환경과 생태 중 환
경호르몬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초기에 환경 노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
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
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체계 내에서 환경호르몬이 중점관리대상물
질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유통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제품 
내에 일부 물질에 대한 함량제한의 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일본 등을 포함
한 국내외에 보고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됐고, 제품내 함량제한
을 통해 일부 노출저감수단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BPA와 같
은 물질들이 규제가 되니까 비스페놀S(BPS)나 비스페놀F(BPF)로 전환합니다. 한편 EDC 관리
가 최근에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정책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화학물질관
리에서 2011년에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나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라고 하는 급성 독성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굉장히 큰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K-REACH의 도입, 그리고 Biocide나 또는 소비자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 이런 이슈
들이 주요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발암물질이라든가 환경호르몬 같이,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영향을 끼치는 물질에 대한 정책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업계. 시민사회기 함께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추
진해야 될 두 가지 큰 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가 현재는 유독물질이라
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질별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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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K-REACH가 도입되면서 우리
가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유해성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
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만성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자.’ 이것은 시
민사회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게 되는데, 만성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발제의 내용은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리 로드맵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각국의 사례에서 보드시 환경호르몬 저감에 있어서 정부 규제가 굉장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서 어느 한 국가의 규제
보다는 여러 국가에서, 특히 물질 제조를 많이 하는 신흥 공업 국가에서의 규제 강화도 굉장히 중
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경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서는 환경호르몬 관리에 우선 순위를 정
함에 있어서 국가 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호르몬
의 주요 노출원을 밝히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특성등을 감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공급망 문제와 함께 환경호르몬 관리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
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BPA가 BPS나 BPF로 전환되는 사례처럼 규제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 물질
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바닥재 개선공사 사례는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이 어린이들 유해물질 노출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좋은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민간이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를 참고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큰 규모로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관리와 환경호르몬 관리에 있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governanc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국 대한의
사협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6%가 생활
용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믿지 못 하겠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 판매 회사에 대
한 불신이 62%(중복 응답 기준)로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신뢰할만한 기관이 없고, 언론 보도
와 언론의 불안감 조성과 같은 것들이 불신 요소로 지적 됐습니다. 이에 반해,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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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정부 및 기관’이라고 하는 답하는 비중이 
52%, 그 다음 소비자 시민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서 약 50% 정도입니다. 반면에 정부 유
관기관은 39%였습니다. 기업은 약 12%로 이보다도 더 낮습니다.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신뢰형성에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사회가 정부 정책의 형성과 집
행과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신뢰도를 같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은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입니다. 국민, 혹은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 사회
가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수요자 중심의 정책 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단순한 정책비판자로서 사안을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 입장도 이해하고 또 정책 정보
에 대한 이해도가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안을 같이 모색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전문성도 함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실험들(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몇가지 진
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비상대응체계(local emergency response plan)에 시민사회가 같
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만성 독성
물질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각 이해 당사자
들, 즉,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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