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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위험 중 상당 부분이 중요한 정보가 차단됨에 따라 심화된다. 

이를 잘 나타낸 사건이 2011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이다. 가습

기 살균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에 소홀하고 

초기대응 미흡으로 피해를 확산시킨 정부의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으나, 화학제품의 

성분정보가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 또한 위험을 

예측할 수 없게 하며 사후 원인규명 또한 어렵게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문성

제, 2014).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지 않았으나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인재는 앞으

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의 경우 정보제공에 대해 좀 더 복합적인 논점을 제시한다. 

시중 유통된 계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히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보를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상품에 표기된 생산지 정보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 구매결정을 내리거나 이미 구매한 상품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생산정보를 구매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에 직접 표기하는 방

식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더 편리하게 식별할 수 있게 체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

용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타나면서(중앙일보, 2017.08.15.),1) 가습기 살균

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쉽게 소비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그 성분과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점 또한 위험을 초래한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위험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국가에서 정보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많은 국가에 도입된 정보제공에 관한 정책으로는 식품에 표기되는 성분표시라

벨, 기업 재무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배출정보, 지하수 수질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정보제공은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공개된 수치를 바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의사결

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공개된 정보로 인해 

받게 될 타격을 고려하여 좀 더 안전한 선택을 도모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위험

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앞서 기술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공개는 적절한 방식

으로 적시에 제공되어야 효과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 점점 

1) http://news.joins.com/article/21845454 (검색일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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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보를 통한 위험관리가 더 유용하게 작용

할 것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공개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경우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화학제품을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나 관리자를 위해 제공하는 물

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조과정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물질량을 공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그리고 화학물질이 주로 포함된 소비재인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에서 사용하는 전성분표시제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물질안전보건자

료와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화

장품에 대해 전성분표시를 의무화 하였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부터 전성분 

표시의무제를 도입하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처럼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다양

한 측면에서 정보제공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된 정보제공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 연구가 제시한 

이론적 틀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

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보제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Weil et 

al.(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 정보제공방식이 일정 수준 

정착되어있는 화학물질 분야의 세 정책이 Weil et al.(2006)의 연구가 제시한 조건을 갖

추었는지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보제공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내 화학물질관련 정보제공정책 현황

1. 화학물질 취급 과정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에서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범주를 두 가지의 관점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WBCSD, 2014). 첫 번째는 화학물질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요람에서 무

덤까지(Cradle-to-Grave)”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화학물질의 전 생애(life cycle)를 

화학물질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사용이 중지되고 버려지는 시점까지로 구분하

며, 처음 원재료(raw material)의 형태일 때부터, 가공되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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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유통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한다. 두 번째의 관점은 “요

람에서 문까지(Cradle-to-Gate)”로 화학물질이 투입되어 사업장 밖으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화학물질 취급의 전 과정

 출처: WBCSD(2014:16)

화학물질은 이러한 과정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환경 혹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과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환경과 질병의 위험

을 감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원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과정(Cradle to Gate)은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후 폐기까지의 과정은 유통단계를 거친 제품 

소비단계로 각 가정과 사업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

품 생산과정에서는 생산업체를 단위로 하여 화학물질의 사용과 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

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체 과정 중 이 생산과정을 제외한 시점에서는 제품마다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성 정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도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위험감소에 효과적인 조건을 갖추

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제공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진단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보 시스템인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안전정보인 물질안전보건자료, 소비 단계에서 위

해우려제품을 확인하게 하는 정보인 화장품 전성분정보 등의 세 정보제공 시스템을 선

정하였다. 세 사례는 국내 도입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졌으

므로 일정한 기간을 거쳐 국내에 정착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 등과 같이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예정된 다양한 정보제공 정책에 대안을 제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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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개요

1)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는 내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장 인접지

역 거주민, 관할 지자체 등 다양한 집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어떤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국내에 도입된 것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2)이다. 국내의 배출량 정보공개는 1996년 시범적으로 국내 22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기반으로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업

종과 대상을 늘려 1999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환경부 고시에서 지정한 39개 

업종에 해당하고 조사대상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화학물

질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5년도 배출량까지의 공개가 이루어졌다.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는 미국에서 도입된 유독물질 배출목록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3)를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984년 12월 4일 미국 유니온카바이드

사의 인도 보팔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행되었다. 이 사고는 

수천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형 재난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경각

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1986년 TRI의 근거가 되는 ‘긴급 명령 및 지역사

회 알 권리에 관한 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를 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제도

를 도입하였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해 대상 화학물질의 명

칭과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정보 등 안전정보를 작성한 자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동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공 

혹은 양도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

2) http://icis.me.go.kr/prtr (검색일: 2017. 10. 22.)

3) https://www.epa.gov/toxics-release-inventory-tri-program (검색일: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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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국내에서 1996년에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

용자들이 미리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김신범 외, 2015).

미국의 경우 1983년 연방 유해정보 전달 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

을 발표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현장에 도입해 사용하게 되었다(Greenberg et 

al., 1996). HCS는 "화학 물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 한 모든 화학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영향을 받는 고용주와 제조 부문의 직원에 

전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3)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는 화장품법 제10조를 근거로 2008년 10월 18일부터 출고

되는 모든 화장품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의 도입 목적은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위함이며,4) 법령의 개정 이전에는 

발암성이 높거나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등 법령에 의해 성분을 규정하여 이를 공개하고 

있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나와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내용량이 10㎖초과 50㎖이하 또는 중량이 10g초과 50g이하 화장품의 포

장인 경우 지정물질5)을 제외한 성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상당한 정보가 생략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

다(구혜경, 2012; 오승한, 2014).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시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배경은 소비자가 마스카라 제품을 사용

하고 실명하게 된 사건에 의해 1938년 미국에서 화장품, 식품의약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

된 사례를 들 수 있다(양진희, 2012). 이후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를 

통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국제사회 및 국내

의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구혜경, 2012). 일본의 경우 제도의 도입이 규제를 완화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일본은 2001년 전성분표시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의 

4) 화장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08.10.18.)

5)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

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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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원료, 허용한도, 금지원료를 정해 규제하던 것에서 금지원료만을 지정하여 업계에 

자율을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였다(김영찬 외, 2005; 구혜경, 2012). 이처럼 화

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는 성분정보의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불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의무사항의 표기 이상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양진희, 2012).

Ⅲ. 정보제공 논의

1. 정보제공에 대한 기존 논의

정보를 통한 위험관리는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개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 이용자

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와 정보제공자의 대응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정보공개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 이용자의 반응을 분

석한 연구들은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화학물질 배출정보가 공개된 후,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보공개가 최초로 공개된 후 주가가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이

는 것에서 주주들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Hamilton, 1995).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환경성과에 대한 

공개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며, 환경관리에 따른 여러 인증과 수상정보

들이 주식 가치를 높이고 있다(Klassen & McLaughlin,1996). 정보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반응은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주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송인주(2016)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 구입 시 라벨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정보를 통해 

더 좋은 먹거리를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으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정보제공대상자가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

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학물질 배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냈다. 주가

가 하락한 기업 중 대폭 주가하락을 기록한 40개 기업은 2년 후 평균 42%에 달하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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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의 감축을 달성하였다(Konar & Cohen, 1997). 또한 Bennear & Olmstead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식수 규정위반 및 오염수준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후, 지역 식수 공급 업체는 기존의 위반내용 중 30~44%를 개선하였으며, 그 중 심각한 

수준의 위반사항은 40~57%를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전대성, 정광호 (2011)은 종합병

원, 병원, 의원의 감기항생제 처방률공개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처방률을 공개한 병원이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보를 제공하면 이용자와 제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행동 변화를 유

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정보제공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Hamilton(1995)는 단순히 오염배출량이 많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

해서는 예상 못한 오염배출 등 중대한 부분의 정보에 한정됨을 확인하였다. Pope(2008)

는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가 단순히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할 뿐, 이러한 정보가 오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성범죄자가 이웃에 이주해 있을 때 하락한 인근 주택 가격

은 성범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바로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윤재, 우병준(2011)은 광우병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정보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보가 소비에 많은 영

향을 주며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정보제공을 통해 당사자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에 따르면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무조건적인 효과

를 얻기 보다는, 대상의 특성이나 정보의 제공방식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게 된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보

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정보공개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있

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의 효과적 작동 조건

본 연구에서는 Weil et al.(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 정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노동자, 주민, 주주 등)와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대상자(사업장)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Weil et al.(2006)는 이용자 측면과 공개대

상자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위한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

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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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이용자에 효과적인 정보의 조건

Weil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여야 한다(Relevance to user’s 

decisions). 지하수에 대한 수질 정보나 식중독 발생 정보를 공개한다면, 정보 이용자인 

대중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안전하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을 중지하고, 식중독을 유

발하는 음식을 피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

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을 때, 지역 주민 혹은 관광객은 해당 시기에 좀 더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을 자제하게 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산간 지역에 방문할 계획이 없는 사람에

게는 그 중요성이 낮을 것이다.

둘째,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Compatibility with 

user decision-making processes). 정보가 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용자

가 활용하기 쉬운 적절한 형식을 가지고(Format), 접근하기에 용이한 적절한 위치에

(Location), 적시(Timeliness)에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의 형식은 원시 데이터(raw-data)의 

형태인가, 가공되어 요약이 이루어져 있는가, 혹은 등급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나 있는

가에 따라 이용자의 행동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국내 대기정보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6)에

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해보면 미세먼지의 수치 뿐 아니라 ‘좋음’, ‘보통’, ‘나쁨’과 같은 

오염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가공된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이용자가 정보

를 확인하여 바로 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여 그 다음날 공개하게 된다면 이용자는 이 정보를 통해 현재의 외출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정보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용이해야 한다(Comprehensibility of 

information). 그 중요성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용이하게 제공되었더라도 공개된 

정보가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Kristal et al., 1998; Weil et al., 2006). GMO 표기는 이용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지만, GMO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 표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증진하기 보다는 식품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Cost of 

information collection).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유리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취

6) http:/www.airkorea.or.kr/ (검색일: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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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정보의 이용자가 정보를 통해 상당한 이

득을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취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지만(Kleindorfer & Orts, 1998), 투자비용이 과다한 경우 유용한 정보라도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쉽지 않다. 투자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를 사

용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크게 소요되더라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감수

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주거지역을 결정할 때 범죄발생정보가 유용할 수 있지만, 만

약 주변의 범죄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비용이 과다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이 정보는 주

거 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획득에 적정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의 수집과 해석에 있어 중개자(Intermediaries)의 역할 또한 이용자가 효

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투명성 규제에 따라 산출된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 3의 기관이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체가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 순위를 발표하

거나 위험 등급을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중개기관을 통해 가공된 자료들은 

복잡한 형태로 공개되어있는 자료를 좀 더 단순화하는 형태이므로 정보 이용자가 정보

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2) 정보공개 대상자에 효과적인 정보의 조건

Weil et al.(2006)는 정보이용자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대상자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정보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개대상자의 목표에 이용자의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Impact on discloser goals). 정보공개 대상자는 정보

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행동변화가 자신의 관심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

성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그 목표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오염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사

업장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이용자인 주민, 직원, 주주 등의 이해당사자

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오염을 줄이겠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

나, 오염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지를 이전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다.

둘째, 이용자의 반응이 대상자의 현재 진행 중인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Compatibility with ongoing discloser decisions). 정보 공개에 따른 이용자의 반응이 

공개 대상자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해도, 공개대상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하고, 결정하는 형식에 호환되지 않는 형태의 반응이라면 대상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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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만약 대상 기관이 문제점을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용자의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요한 문제를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러한 호환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 이용자가 전자제품

의 결함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설계나 주요 부품의 변

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단기에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이용자의 행동변화를 정보 공개 대상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Ability to 

discern user action). 이용자의 행동 변화가 정보 공개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

다면 공개대상의 행동 변화 또한 이루어지기 어렵다. 만약 휴가철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감하고 그 시기에 식중독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소비 감소

의 원인이 휴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갔기 때문인지 식중독에 대한 우려에 

따른 반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이용자의 행동패턴 변화를 파악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적정해야 한다(cost of 

collecting information regarding changes in user behavior). 정보 이용자와 마찬가지

로, 정보 공개 대상자는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고

려하게 되며, 정보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경영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여 충분히 높은 이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 대상자는 이용자의 행동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거나 

높은 가치를 창출할 기회라고 인식할 때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3. 분석 모형

지금까지 Weil et al.(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가 이용자와 공개대상자의 의사결

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여러 조건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7) 이

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각 의사결정자는 위험

을 회피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공 정책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

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정보제공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제공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실생활 속에서 위험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관

련한 정보제공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7) 앞서 기술한 조건들 중 제3 중개자의 영향은 정보공개 시스템 자체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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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조건에 대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 효과적 정보의 조건

   출처: Weil et al.(2006)의 연구내용 재구성

Ⅳ. 분석

1. 정보제공시스템 사례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배출량공개,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 

등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 공개방식이 효과적인 

공개정보의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네 정보공개 시스템

의 개요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위험을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잠

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공자에게는 스스로 위

험을 제어하거나 경감하도록 하는 억제의 효과를 주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당사자는 특정 유해물질의 제조업체와 유해물질을 공정에 사용하

게 되는 사업장의 업주,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로 구분되며, 사업장의 업주(또는 관리자)

는 유해물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되지만 사업장 근로자에 제공할 때는 제

공자가 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화장품 전성분표시의무제가 구체적으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의 경우 이용자는 일반대중과 규제기관(지

자체 혹은 환경청)이 된다. 이는 주로 대기 혹은 수중으로 배출되거나 매립되는 화학물

질은 제품과 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주변지역에 인적·물적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이러한 환경피해 가능성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개방식을 보면 물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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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는 물질을 거래할 때 함께 인계해야 하며, 관리자는 근로자가 유해물질을 사용

하게 되는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보는 대상이 사용되는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의 경우에도 

제품 용기와 포장에 표기하게 되어있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주변에서 얼마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표 1> 정보제공시스템 사례별 특성정보

정책명 화학물질 배출량 물질안전보건자료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

공개 목적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장의 
자율적 배출량 감축 촉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위험성 인
지 및 피해 최소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부작용 피해 
최소화

제공자 사업장 제조업체 / 사용업주 제조업체

이용자 대중 / 규제기관 사용업주 / 근로자 소비자

공개 방식 인터넷 산업현장 제품용기 및 포장 표기

공개 내용
사업장의 화학물질별 배출량 및 
배출방식

취급물질 위험정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명칭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례의 정보공개시스템이 실제로 정책목표에 따라 효

과적으로 정보 이용자와 제공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앞서 제시하였던 조건을 중심

으로 분석한다.

2. 분석 결과

1)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은 대기 중,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며, 이는 주변의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2012년 후반부터 2013년까지 연쇄적

으로 발생했던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유출사건들을 계기로 주거지역 주변의 사업장이 취

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럼에도 주변지역 거주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당장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 중으

로 퍼진 화학물질은 폭발사고에서처럼 단기에 뚜렷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매

우 긴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량을 확인하였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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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는 주거

지역이나 산업지역 등의 입지와 생활 속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관

련성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낮다.

또한 화학물질은 대기환경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 정보가 얼마나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정보가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 정보를 주거 혹은 산업의 입지결정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호환되기 어렵게 한다. 시스템 상에 제공되는 정

보는 시･군･구 단위 혹은 사업체 단위의 총량, 그리고 세부적으로 물질별 배출량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 지역별 정보 혹은 사업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출량이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유해성이 높은 주요 화학물질을 줄

이지 않으면서 비교적 저감이 쉬운 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화학물질 배출 총량을 조절하

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유상욱･배현회, 2015).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 이용자인 지역주민이나 지역 사업자는 거주지

를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장의 중요한 목표에 

영향을 주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지가의 변동은 화학물질 배출량의 

영향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위험물질의 배출 비중이 큰 기업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Hamilton, 1995). 이런 이용자의 반응은 사업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또한 규제기관이 이러한 배출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시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보제공자 배출량 감축의 요인이다(Maxwell, et al., 2000).

화학물질의 배출은 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배출 규모는 공정상의 비

효율을 개선하거나 여과장치 등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

제공자인 사업장에서는 배출하는 화학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 의사결정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원

자료를 홈페이지상에 전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획득하는 비

용이 낮은 효과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제공되는 정보의 호환성이 낮고, 배출량 수

치를 통해 환경에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

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기에 완전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보제

공자의 측면에서는 자료의 효과가 이용자의 행동변화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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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단순히 지역을 벗어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

보제공자의 목표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배출량의 영향을 식별하기도 어렵다. 

다만 과다한 배출량에 의해 주가변동이 발생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통한 규제가 예상되

는 경우 사업장의 중대한 목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는 정보제공

자 측면에서 크게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으나, 민감한 사건의 발생 혹은 규제의 영향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장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근

로자와 관리자(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보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 역시 작업환경 조성 등에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게 한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작업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주어진 환

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상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인지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상당수 존재

한다(김해경･최상준, 2015).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정보임

에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즉 당해 물질의 사용여부 및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장

치 마련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용자인 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료는 해당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포

함되기에 적절한 환경에 배치되어있어 호환성이 높다. 그럼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

성하고 있는 내용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이용자가 대상 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어

렵다(김기웅･박진우, 2012; 오나래･김해경･조민정, 2017).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주로 사업장의 고용주가 해당 

제품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거나, 근로자가 유해한 화학제품을 대체 용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보는 제조사 혹은 유통사, 그리고 

근로자에 정보를 제공한 고용주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제공자의 

결정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물질에 대한 즉각

적인 대체재가 없는 경우 사용중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제조사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물질의 위험성을 줄이는 제품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소모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반면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은 수집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이 요구되는 물질은 주로 특수한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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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산업분야이므로 정보 이용자는 직접적으로 제공자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제공자는 일반대중을 상대방으로 할 때에 비해 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수집 혹은 가공의 

노력이 비교적 적게 소모된다.

이용자 측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적시에 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높은 호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어렵게 하는 조건은 내용

의 전문성이다. 그럼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과정에서 안전에 관련한 상세한 항목

의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활용을 높인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제공자와 이용자가 특정되어있으므로 이용자의 반응은 제공자의 의사결

정에 매우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보이다. 다만 기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화학제품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기까지는 전문적인 기술의 개발이 필요해 정보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위험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3)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였을 때 전성분은 주로 화장품 용기 뒷면과 포장 뒷면에 표

시되고 있으며,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 전체(법령에 의거한 예외사항을 제외)의 명칭을 

표기하고 있어 매우 획득하기 쉬운 정보이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의약품을 제외한 다양한 제품군으로(화장품법 제2조 

제1항),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에 관련성이 높고 구매 시 즉각 반영될 수 있다.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전성분 정보 또한 전문용어이므로 

일반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김명희･노영희, 2010). 뿐만 아

니라 전성분 표시의 경우 성분의 명칭을 나열한 형태이며 그 함량에 대해서는 기제순서

를 통해 유추될 뿐 정확한 함유 비율을 제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에는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확한 함유량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

에 정보이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상품을 비교해 구매결정을 할 수 없어 정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오승한, 2014).

화장품 전성분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은 인체 유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판매량 

하락과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의 소비자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은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

며, 제품개발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판매량의 변화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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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량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에서 판매량에서 정보제공시스템의 영향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대신 판매자는 설문조

사, 판매업소를 통한 정보수집, 인터넷 후기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정보를 모으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의 효율성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정보가 전문적이

면서도 축약되어있어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가 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성분 정보는 화장품을 고르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

로 브랜드에 의존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게 된다(양진희, 2012; 오승한, 2014).

전성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정보제공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화장품 제조사는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제품개발을 하게 되어 품질개선

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사결정정보를 제조사가 즉각적으로 식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나, 화학물질배출량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비해 특정된 고객의 반응이므로 시장조사를 통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4) 분석 결과 종합

이상에서 세 사례에 대해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의 

활용여부를 분석하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정보의 경우 낮은 의사결정 활용정도를 나타내

고 있다. 제공된 화학물질 배출량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주가변동, 규제 등의 특수한 집

단의 영향은 정보제공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개된 화학물질 배출량의 

저감실적이 큰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재무성과(ROE)의 향상이 있

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김명서 외, 2011) 현재의 정보제공시스템이 

사업장에 화학물질 배출저감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화학

물질의 배출이 일반대중에 미치는 위험이 가시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이용자의 의사결

정도 특정이 어려워 현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학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도,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나타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 성과는 대기

업과 같이 가시적인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한승혜 외, 2014). 이는 현행 정보제공시스템

의 운영이 모든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사용이나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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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에 띄는 몇몇 기업에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중간 정도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자를 누구로 특정하냐에 따라 그 활용도는 달라지는데, 

이용자가 산업현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고 위험을 인지한

다고 해서 사용을 중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특히 정보 제공자인 

관리자와 정보 이용자인 작업자 사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크고(조

용민 외, 2012), 치과와 같이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해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공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작업장의 경우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이 더 

낮다(오나래 외, 2017). 또한 현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 일부

정보를 미공개 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으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위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사

업장의 공개사항을 확인한 결과 주요 사업장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단일성분의 일부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함유량 50% 이상에 달하는 주요 성분의 정보를 

미공개한 사례가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조민제, 2016).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그 활용성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성분을 나열하여 위험성의 식별과 

제품들 간의 비교가능성 등 정보의 활용성이 매우 낮고, 이러한 측면이 소비자의 의사결

정에 반영을 어렵게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또한 전성분표시사항을 통해 그 성분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김명희･노영희, 2010), 현재의 전성분 표시정보

가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성분정보에 대한 인지 수준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

을 언급한다(손동엽･이은희, 2013). 그럼에도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그 특성이나 위험을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분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폭을 더 넓게 하여 화장품시장의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오승한, 2014). 이처럼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가 내린 의사결정은 제품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는 좀 더 정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특정되어 있을 때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가 단순하고 많은 정보를 생략할수록 활용 가능성

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공자와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

는 관계일 경우 그 반응이 정보제공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화학물

질 배출량 정보와 같이 직접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자가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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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기 어려워 특별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정보의 효과적 의사결정 활용여부 분석 결과

정책명 화학물질 배출량 물질안전보건자료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

이용자

관련성
<하>

미래의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보

<중>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

<상>
인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 정보

호환성
<하>

입지의사결정에 반영 어려움

<중>
관리자는 호환이 용이하나 
근로자는 호환이 어려움

<상>
구매의사결정시 바로 확인가능

이해
용이성

<중>
물질에 대한 상세한 지식 

요구됨

<중>
전문지식 요구됨

<하>
세부정보 생략됨

비용
적정성

<중>
획득비용 낮으나, 활용비용 

높음

<중>
획득비용 낮으나, 활용비용 

높음

<하>
획득비용 낮으나 중요 정보가 

생략됨, 활용비용 높음

의사결정
활용

하
중(관리자)
하(근로자)

하

제공자

관련성
<중>

일반적 영향보다 주가, 규제 
등을 통한 간접 영향

<중>
제조업자는 구매를 

중단하는 경우 손익에 영향

<상>
유해성분 문제는 판매량에 즉각 

영향

호환성
<중>

공정관리를 통해 배출량 
관리

<중>
제조업자의 제품 생산 

결정에 영향

<중>
제품 생산 결정에 영향

식별
가능성

<하>
규제나 소송 없이는 

식별불가

<중>
근로자의 의사는 식별에 

한계

<중>
문제점의 이슈화 전에 

식별어려움

비용
적정성

<하>
정보 수집 어려움

<상>
직접적으로 전달

<하>
개별적 분석 노력 필요

의사결정
활용

하 중 중

Ⅴ. 결론

본 연구는 정보제공 정책이 위험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 정보의 공개자와 이용자의 의

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Weil et al.(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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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제공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가 얼

마나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위험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가 이용자와 제공자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

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보

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정보공개, 물질안전보건자료,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의 

세 정보제공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정책은 효과적으로 이용자와 공개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제공되는 화학물질 정보의 전문성에 따른 해석이 난해하며, 특정

되지 않은 외부에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공개자가 이용자의 반응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제의 경우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

요한 정보임에도 그 표시형식이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명칭만을 표기하고 있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보는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해서 제공되

어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지 않도록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정보의 경우 이를 이해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국 의학도서관(United State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8)은 미

국의 유독물질 배출목록제도를 통해 수집된 독성 정보를 지리적으로 표현한 TOXMAP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위치별 유해물질 배출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처럼 중개자

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를 적절히 가공한다면 제공된 정보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

고, 정보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 활용 뿐 아니라 제공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용

자의 반응을 제공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와 같이 정보이

용자의 반응을 사업체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제공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용자의 반응을 전달하고, 이를 위험 저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공공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Hamilton, 

1995; Schlenker & Scorse, 2000), 정부 차원에서 이용자의 반응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면 정보제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에 가장 큰 전제조건은 신뢰성 

8) https://toxmap.nlm.nih.gov/toxmap/ (검색일: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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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의 제공이다. 이권섭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성분과 

실제 성분간의 불일치, 혹은 자료에 기재된 독성정보와 실제 영향의 불일치 등이 빈번히 

나타나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그 작성내용에 있어 유해성이 높다

고 지정된 물질을 한정한 규정과, 영업상 비밀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누락되었을 위험이 있다(김신범 외, 2015). 정보의 제

공을 통해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성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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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Seunghye Han & Hyunhoe Bae

As a way to manage the risks caused by chemicals that have recently received attention, the 

research focuses on information transparency systems. Various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chemical products.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on the emission of chemical substance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the safety of chemicals us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on the 

ingredients labeling of the chemical product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proposed by Weil 

et al. (2006). Weil et al. (2006) presented effective information conditions in terms of users and 

disclosers. According to the result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providers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and simplified and omitted information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s the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y is gradually expanding, a review of 

existing institution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uture systems being introduced.

【Keywords: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ies, chemical risk reductio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cosmetic 

ingredients lab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