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준수사항 법령
취급기준/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사용, 저장·보관, 운반 시 취급기준과 관리 기
준을 반드시 준수

법 제13조 및 제24조, 미이행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보고

화학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보고 (15분 이내) 철저
○ 환경청(031-790-2896),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자체(128), 지
방고용노동관서

법 제43조, 미이행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승인
신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행정기관에 허가·승인·신고 이행

법 제19조 및 제28조, 미 이행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 연간 제조·사용량,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분의 50
  이상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변경, 사업장 소재지, 화학사고 장외
  영향 평가서의 평가 정보 변경

미 이행 시 고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사업자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변경신고 이행) 법 제34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취급중단·폐업·휴업 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잔여화학물질 처분) 또는 휴업은 폐·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

법 제34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진열·
보관계획서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여야하
며, 일정량(유독물 500kg,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100kg) 이상 진
열·보관 시 진열·보관 계획서 제출

법 제15조, 미 이행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운반계획서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유독물 5,000kg,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3,000kg)이상 운반 시 운반계획서 사전에 제출 법 제15조, 미 이행 시 최대 1개월 영업정지

화학물질 
관리자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 법 제32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 담당자 및 취급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법 제33조, 미 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신고서 유해화학물질 허가받은 영업자 중 도급 및 수급업체는 도급신고서 제출 제 31조, 미 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급시설 

검사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검사 실시
(정기검사 1년, 영업허가 미대상 2년) 법 제24조, 미 이행 시 최대 1개월 영업정지

연간
실적보고서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3월 31일 까지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전
자로 제출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53조 미 이행 시 최대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물질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5
년간 보존
  * 전자적인 방법으로 테이프, 디스켓 등에 기록·보존 가능

법 제50조, 미 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 화학물질관리
협회로 제출

법 제9조, 시행규칙 2조 미 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전자로 제출 법 제11조, 미 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 기타 세부 준수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참조하여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