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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청소년 증가
(2000년 전체의 19% → 2010년 전체의 33.5%)

1.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배경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시설,
놀이터 등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개선하여
어린이 환경성 질환 저감

성과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12천개소 검사, 169개소 무료 개선

3

2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환경보건법』 개정 (’14년 3월)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법 제정 (’13년 5월), 하위법령 개정 (’14년 12월)

안전한 어린이 공간 만들기

 린이 공간 신·증축시 환경기준
어
적합여부 검사 제도 도입

계획

’09 ~’14년까지 12천 개소 무료 환경안전진단

 경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환
‘안심 어린이집 환경인증’ 추진
1 5천 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 진단
(200개소 개선)

어린이 활동공간 확대 (초등학교 도서관 포함)

2.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배경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의 유해요소들을
제한하고, 표시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성과

 린이 용품에 사용되는
어
4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

계획

* 플라스틱 제품(다이-n-옥틸프탈 등), 목재(트라이뷰틸 주석) 등

2 천개 어린이용품이 환경유해요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지도·점검
* 문구용품, 가방, 물놀이용품, 플라스틱 완구 등

 세 어린이용품 제조기업 대상
영
역량강화 지원 확대 (’15년 90개소)

 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포함여부와
사
양을 표시하는 제도 시행 (’15년 1월)

3. 생활속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아이 건강 지키기

배경

 학물질이 유통되기 전
화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등록·평가하도록 하여 사전에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

성과

 , 학교 주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집
사용하는 공장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우리 가족 건강과 안전 지키기

 내에서 일정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국
수입하는 경우 그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심사·평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제정·시행
 학물질을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화
사용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기 전
그 안전성을 이중·삼중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정·시행

계획

 존에 유통되어 온 물질 중 500여 종에
기
대한 용도와 유·위해성과 유해성을
등록·평가하여 관리
 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성을
방
평가하여 생활속 화학제품들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00여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4
대한 지도, 안전검사 등 실시

추진경과

기대효과
이미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