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FC의 규제

     현행 몬트리얼 의정서는 런던개정과 코펜하겐개정, 비엔나개정으로 처음 채택될 당시보다 규제

물질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오존층파괴물질의 규제물질에 대한 규제일정의 적용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CFCs는 1996년부터 생산과 소비가 금지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예기간

의 적용으로 1999년부터 규제일정의 첫 적용을 받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1999년 7월 1일부터 생산과 

소비를 1995～1997년 평균생산량 및 소비량으로 동결하고 2005년에는 50%를 감축하여야 한다. 

     1992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를 개정하여 CFC에 대

한 규제일정을 강화하였으며, HCFC 물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하였다.  1995년에 개최된 제7차 

비엔나 회의에서는 HCF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하였다.  

표 1은 HCFC 규제일정에 대한 코펜하겐과 비엔나 회의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와는 별도로 HCFC 물질의 규제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

환경청이 지난 1998년 5월에 발표한 자국의 HCFC 전폐일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HCFC 규제일정을 토대로 하지만 몇몇 물질의 경우 의정서보다 강화된 규제일정을 마련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일정에 따르면 모든 의정서 당사국중 선진국은 HCFCs의 소비량 한도의 

규제를 받는다. 소비량은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선진국의 기준수량

은 1989년 CFCs 소비량의 2.8%+1989년 HCFC 소비량 100%로 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 규제

일정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단계적으로 소비량 감축을 하여 2030년부터 HCFC의 소비가 금지되어 있

다.

   표 2는 HCFCs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와 미국의 규제일정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미국의 규제일

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몬트리올의정서의 소비량감축일정을 준수하면서 자국내 대기청정법의 규정에 

의해 HCFC-22, HCFC-141b, HCFC-142b에 대해서는 다른 HCFC보다 강화된 규제일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자체 규제일정을 마련, HCFCs의 생산과 소비를 의정서 규제일정보다 강화

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의 조기삭감 및 전폐를 추진하고 있다.  표 3은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일정을 

나타낸다. 

    EU의 자체 규제일정에 따르면 HCFCs의 생산량을 동결하고 2008년부터 감축을 시작하여 2025

년 생산을 금지할 계획이며, 2004년 1월 1일부터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

하고, 용도별로 2000년 1월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HCFCs 사용제품의 조기 전폐를 추진할 계획이

다.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안에 따라 HCFC는 서기 2030년에 사용이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CFC 대체사례등을 지켜본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HCFC들의 사용 역시 금

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조기에 사용되어 온 HCFC-22는 미국 냉동공조협회(ARI)하의 R-22 

대체냉매 평가프로그램(R-22 AREP)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냉매들로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 

HCFC-22의 조기 대체여부는 신냉매 적용기술의 개발과 미국 에너지성의 에너지 효율 표준의 설정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HCFC 규제일정



       

규 제 일 정

1992년 1995년

제4차 코펜하겐 회의 제7차 비엔나 회의

기준 :

‘89 CFC 소비량의 3.1% +

HCFC 소비량

1996.1.1 - 100%

2004.1.1 - 65%

2010.1.1 - 35%

2015.1.1 - 10%

2020.1.1 - 0.5%

2030.1.1 - 0%

기준 :

‘89 CFC 소비량의 2.8% +

HCFC 소비량

1996.1.1 - 100%

2004.1.1 - 65%

2010.1.1 - 35%

2015.1.1 - 10%

2020.1.1 - 0.5%

2030.1.1 - 0%
개도국은 2015년 소비량 기준으로

2016.1.1 - 100%

2040.1.1 - 0%



표 2. 미국의 HCFCs 감축계획

몬트리올 의정서 미 국

기준량

’89년 CFCs 소비량의

2.8%+ HCFC 소비량의

100%

기준량
’89년 CFCs 소비량의 2.8%+

HCFC 소비량 100%

2004년 35.0% 감축 2003년 HCFC-141b의 생산 및 수입금지

2010년 65.0% 감축 2010년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장비의 보충을 제외한 HCFC-

142b/22 생산 및 수입금지

2015년 90.0% 감축 2015년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장비의 보충용 냉매를 제외한

HCFCs의 생산 및 수입금지

2020년 99.5% 감축 2020년 HCFC-141b/22의 생산금지

2030년 100.0% 감축 2040년 모든 HCFCs 생산 및 수입금지

표 3. 유럽연합의 규제강화 주요내용

 

규제물질명 용 도 규 제 내 용 비 고

HCFCs

CFC의 중간대체물질

로 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 세정제 등

용도별로 2000.1.1부터

2010.1.1 까지 전폐

몬트리올의정서상 선진국

은 2004년부터 감축하여

2030년 전폐

MeBr
농수산물 검역등

살충제

2001년부터 대폭(60%)

감축하여 2005년 전폐

몬트리올의정서상 선진국

은 99년부터 감축하여

2005년 전폐

CFCs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등

판매금지(발효즉시) 및

냉장시스템 보충용 사용금

지(2000.1.1)

의정서상 선진국은 신규

CFC (96년부터), Halon(94

년부터)사용이 금지되었으

나, 재생사용은 허용

Halon 소화용

판매 및 사용(발효즉시) 금

지, 대부분의 소방설비내의

비필수 Halon 시스템 해체

(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