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ICCA CP&H 리더십그룹 회의 주요내용
1. Mircoplastics Steering Group(MSG)
□ 업무분장 현황

ㅇ 지역별 무역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수행 중
ㅇ 2021년 200~300만유로 예산 집행 예상
□ Microplastics Advanced Research and Innovation Initiative(MARII)
ㅇ ICCA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CP&H 미세플라스틱 TF 조직을 유지하되,
조직명과 업무범위의 재검토를 요구받음
- 국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 및 연구기반의 기관으로 활동할 것을 권고
- 미세플라스틱 TF의 예산 및 보고라인을 모두 CP&H 리더십그룹에서
MSG로 이전할 것을 권고
ㅇ Microplastics Advanced Research and Innovation Initiative(MARII) 신설
- 화학산업과 유수 연구기관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으로 설립
- 화학산업 모든 구성원 및 지역에 미세플라스틱 연구결과 제공
-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업계 주도의 연구 전파
- 연구주제에 대한 화학산업의 적극적인 노력 입증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업계 연구 청사진 제시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2. Plastic 리더십그룹
□ UNEA(UN환경총회) 대응
ㅇ UNEA 경과
2021. 2월
UNEA5.1

2021. 9월
해양/미세플라스틱

2022. 3월
UNEA5.2

장관급 컨퍼런스
새로운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UNEA5 결의안 협의

협약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ㅇ 신규 플라스틱 국제협약 주요 내용(안)
- 첨가제 규제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생산 및 설계에 초점
- 국제적 제품 금지 및 제한
- 국제 플라스틱 규정의 조화
- 폐기물 관리 인프라 및 처리를 위한 혁신 기술
- 정의 및 보고 체계 개선
□ 플라스틱 첨가제 규제 강화 동향
ㅇ 유독성 플라스틱 첨가제가 순환경제의 장애물로 부상
- 재활용 과정에서 유독성 첨가제 누출 우려
- 현재 6,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플라스틱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25%가 우선순위물질
ㅇ CiP* 권고사항
* Chemicals in Product : 제품 내 화학물질을 다루는 UNEA 산하 조직

-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전체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수명주기 협업
- 글로벌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 프레임워크 시행
- 순환경제로의 산업 전환에 투자 및 SAICM beyond 2020과의 시너지 도출
- 순환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플라스틱 및 재활용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신기술 연구 자금 집행
- 시민,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 교육

3. Advocacy TF
□ (연구용역)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화학산업의 재정적 기여
ㅇ (목적) 화학산업이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영역을 파악하고 수집
ㅇ (주요내용) 공급망 및 생산공정의 작업자 안전성 향상, 환경영향 저감,
Capacity Building을 통한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화학산업의 재정적
기여의 부가가치 입증
ㅇ (활용방안) 자금조달을 위한 통합접근법 지침에 대한 UNEP-ICCA 프로
젝트의 핵심 자료로 활용
ㅇ (연구용역 추진계획) * ERM 수행
- (‘20.10)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및 설문 개발시행
- (‘20.12~‘21.5)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재무 및 현물자원에 대한
기업 데이터 수집1
- (‘21.5~‘21.가을)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21.가을) 최종보고서 완성 및 추가 후속조치 고려
□ SAICM Beyond 2020
ㅇ ICCM-5 개최일정 여전히 미정
ㅇ ICCM-5에서 고위급 선언 예정 : 두바이 선언에 기초하여 상향 조정된 내용
<SAICM 3대 구성요소>
SAICM 3대 구성요소

주요 내용

고위급 선언
(High-level political declaration)

화학물질이 보건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생산 및 사용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목(30개)

최우선 정책전략
(Overarching policy strategy)

대상범위, 필요성, 목적, 재정적 상황, 원칙
과 접근, 적용 및 전개상황 평가 등

지구실천계획
(Global programme of action)

SAICM 목적 달성을 위한 280여개 세부
권고사항

□ (행사) Business for Nature-based Solutions
ㅇ (일시) 2021년 11월 16일
ㅇ (주최) ICCA
ㅇ (개요) UNEP, 각 국 대표 및 기타 UN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고위급 회의
ㅇ (주요내용)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안, 자연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장려 등
ㅇ (기타) ICCA에서 예산($6,000) 및 고위급 발표자 참석지원 요청

4. UNEP-ICCA MoU
ㅇ (배경) SAICM 이해당사자 및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펀딩 등 역량 강화 지원
ㅇ (현황) 아르헨티나,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의 RC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UNEP의 참여 및 반응 매우 긍정적
ㅇ (진행 중인 프로젝트)
1) Capacity Building Clearinghouse
- SAICM 목표 달성을 위한 capacity buliding 노력을 한 곳에 모으는
프로젝트. 현재 SAICM 사무국과 함께 개발 중
2) 금융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산업계 가이드
- UNEP 컨설턴트가 산업계의 기여도 평가 및 측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중
- 2021년말 또는 22년초 보고서 발간 예정
3) 화학물질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학습 tool
- 프로젝트 범위 설정 및 학습 tool 개발을 위한 업체 선정 중
ㅇ (향후 계획) MoU 갱신
- 현재 MoU가 2021년 12월에 종료
- SAICM beyond 2020에 대한 UNEP과 업계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고위급 MoU Signing event 필요
- 2021년 가을 중 일정 논의 필요

5. Data sharing
□ Data sharing in KOREA
ㅇ (현황) EU 등록자가 한국 화평법 물질등록 과정에서 OECD 414 보고서의
생식/발달 독성자료를 활용코자 함
- OECD 414 보고서는 사용 전에 현재 ECHA의 최종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 7~8월 중 승인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해당 등록서류의 생식/발달 독성자료 보완을 4월 22일
까지 요청하였으며, 해당 기간 내 OECD414 보고서를 제출이 불가하여 결국
등록철회 통보됨
ㅇ (문제점) 동일 물질의 동일 항목에 대한 동일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등록 당국별 인정시기 차이 등으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거나(잠재적 비
즈니스 손실) 또는 등록 일정 준수를 위해 중복 시험 등 발생할 수 있음
ㅇ KOCIC의 의견 요청
- 유사사례 확인 중으로 파악 되는대로 회신하겠음
□ Global Data sharing - Chemflix
ㅇ (현황) 화학물질 자료 공유가 필요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음
- 폐쇄적인 자료 관리로 인해 자료 검색 및 접근이 어려움
- 자료 구매에 대한 비용 논란(공정성 문제)
- 자료 접근 = 시장에의 접근
- 이는 규제 준수에 대한 불만, 상반된 결과를 가진 중복 자료 생성, 지역별
등록자료 상이 등의 문제를 야기
ㅇ (Chemflix) 화학물질 자료 공유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 (목적) 자료소유자와 잠재 구매자와의 연결 간소화, 자료 공유 중앙 집중화
- 수익 창출 및 경쟁의 목적이 아닌 플랫폼 구축에 의의
- Chemflix에 검색 시 자료 소유자 및 타 자료 공유 플랫폼(reach centrum 등)
관련된 모든 내역을 보여주며, 구매자가 원할경우 chemflix 內 구매절차를
생략하고 자료 소유자 또는 타 플랫폼과의 연결만을 제공
- (향후과제) 데이터베이스 확대, 자료 구매/판매 지원절차 개발, 검색능력 향상 등

6. Proactive alliance
□ Sustainable Product Initiative
ㅇ (현황)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기존 Ecodesign 법안을 개정한 Sustainable
Product Initiative 발의를 추진 중(‘21년 4분기 예정)
ㅇ (목적) 광범위한 제품의 자원순환 유도
ㅇ (주요내용)
-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성, 수리용이성, 확장성 향상
- 제품 내 재활용 원료 비율 향상
- 탄소를 포함한 각종 환경발자국 저감 등
- 다음과 같은 제품 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 :
전자 및 ICT 장비, 직물, 가구,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 The Digital Product Passsport(DDP)
ㅇ 모든제품에 기본정보(생산자, 제품명, 생산일자 등)을 포함한 고유식별
주소 부여
- 고유식별주소는 인터넷 URL과 비슷한 형태로 QR코드 및 블루투스
태그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연동 계획
ㅇ DDP 관련 cefic 의견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서는 제품에 포함된 위해물질에
대한 가치사슬 內 투명성 향상이 요구됨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와 폐기물 관리자들이 이러한
제품 내 화학성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
- cefic에서는 가치사슬 內 투명성 향상에 적극공감하며 생산자(공급자)의
노하우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