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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인류사회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의 파괴 및 오염을 가져오는 많은 문제가 발생
되어 왔다.
1980년대 부터 오존 홀 파괴와 프레온 가스 방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계기로 
지구 규모에서의 환경 보호 대책이 검토되어지게 되었다.
1996년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환경 메니즈먼트 시스템(EMS:ISO14001)을 제정하여
세계의 많은 산업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ISO14001은 환경 보호의 Management를 개개의 기업이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제3자가 심사하는 시스템을 규준화 한것으로서 유해물질등의 기준을 직접 정한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지역은 각각의 입장에서 법령등에 의하여 유해 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ISO14001은 이러한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지만 현실은
CAS,MSDS등의 분석 Data System에 의해 엄중히 심사되어지고 있다.
개개의 기업은 유해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서 제품 출하의 정지 및 Recall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것은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ISO14001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품의
관리와 기업의 신뢰성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Green조달
전자기기 업계에서는 부품 및 재료의 조달,구매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재(部材)의 원료 리스트의 심사만으로는 신뢰성이 유도되지 않는다
2003년 일본 일경(日經)신문에 의하면 Sony,Pioneer,Canon은 세계 각지의 부재 
조달 거점에 유해 화학물질 분석 장치를 배치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EU지구의 유해물질 사용 금지에 대응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땜납에 대해서 2003년 7월 이후부터  일본의 큰 전기제품 Maker 본사는 Pb-free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TV의 기판에 약 15g의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축전지(鉛蓄電池)등과 같이
단체(單體)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
기판뿐만 아니라 사용부품 개개에 대해서도 Pb-free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규제는 미국 California 조례에 의해,
오존층 보호에 대해서는 1988년 몬토리올 의정서(議定書)에 의해 프레온 화합물의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금후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해 각 산업의 활동이 추진될것이다.

3.Business 자산으로서의 Green 조달
환경보호의 문제는 대량의 Energy를 소비하는 개개인의 생활의 과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기업은 다량의 자재를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활동효과를 달성하기가 쉽다. 
기업의 노력은 사회로부터의 평가를 높이는 Businees의 자산이 된다(경영상의 이점)
1)환경보호규제의 대책:출하중지,Recall대책
2)비관세무역장벽대책:수출장애대책
3)구매장벽대책:Green조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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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자,투자,신용:신뢰되는 기업
5)보험부담 경감

4.현재 주목되어지는 유해물질
 1)프레온 화합물,Halogen 화합물의 폐지

2)납연(鉛)의 폐지
3)Cd,Cr등의 함유량(프라스틱 첨가물,착색제)
4)폐기 처리 설계와 회수 System
(Reduce---->Reuse---->Recycle)

5.용어의 간단한 설명
 1)MSDS

MSDS제도는 사업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타의 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그
화학물질의 성상(性狀) 및 취급에 관한 정보(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사전에 제공하는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거래처에서 MSDS의 제공을 요청받으므로서 사업자는 스스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바른 정보를 입수하고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
2)CAS
CAS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의 약자로서CAS 등록 시스템(CAS Resistry) 에 의해
화학물질을 CAS 등록번호(Resistry Number:CASRN)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이 CAS 등록 시스템의 Data Base에 입력되면 CAS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CAS등록은 1957년부터 현재까지의 과학논문에서 인정된 화학물질의 거의 전부가
수록되어 있고 CAS등록중의 화학물질은 CAS등록번호라고 하는 고유의 수치 식별자로
식별되어진다.
CAS등록번호는 
 *고유한 수치 식별자이고

*하나의 물질만을 지정하고
*화학적인 의미는 없으며
*특정의 화학물질에 관한 많은 정보와 링크하여 움직인다.

CAS등록은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수록하고 있는데 다음의 화학물질 종류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의 Data Base이다.

*유기화합물*무기화합물*금속*합금*광물*배위(配位)화합물
*유기금속화합물*원소*동위체.핵자(核子)*단백질과 핵산*폴리마
*구조부정(不定)물질(UVCB)

CAS등록은 매일 약 4,100건정도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추가되어지고 있다.
각국의 정부기간은 CAS등록번호가 *고유하고*신속하고 높은 신뢰성이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인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학물직을 관리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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