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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저희 안전성평가솔루션은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규제대응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품 기획 단계에서 개발 목적에 부합하면서 보다
안전한 원료를 제안하는 등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MOU를 체결하여 법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 자료를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며,
더욱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보다 경제적인 자료 생산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 전속
자문위원단(45명▲)을 통해 동물시험 대체/검증자료
작성 관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동물시험 대체를 위한 예측시험자료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만이 보유하고 있는 IT 솔루션
Sol-T. Series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층
TEL. 02.754.0600 E-mail. info@safety-as.com
www.safety-as.com

안전성평가솔루션

화학물질 규제대응서비스

Safety Assessment Solution

특화된 본부 체계

화학규제 IT 플랫폼 서비스

Chemicals Regulatory compliance service

주요 서비스

총 42명

자문위원단

대외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화학물질 규제대응 프로세스 시스템

※ 고분자화합물 관련 전문성 노하우 확보
※ 다수의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

취급사업장 인허가 l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l
영업허가 l 수입신고 l 확인명세서

화관법

GHS l MSDS 작성/번역/개정 l MSDS 신뢰성검토 l
MSDS 제출 l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산안법

해외대응팀

전속 IT 개발본부의 "Sol-T 시리즈"
화학물질 등록 l 신고 l 면제확인 l 공동등록

화평법

IT 개발본부

Chemical regulatory e-Platform

- 부서별 화학물질 R&R 정립
- 규제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ERP 시스템 구축

공동등록 전과정 관리

- 화학물질 동질성 확인
- Kick off 미팅
- 협의체 협약서 및
컨설팅 용역
Sol-T.
계약서 작성

Sol-T.
EX

JS

등록승인평가본부

독성평가본부

규제본부

위해관리본부

등록승인평가1팀

시험관리팀

규제대응팀

위해관리팀

등록승인평가2팀

대체시험연구팀

안전보건팀

위해성평가팀

고분자전담팀

화학안전관리팀

화학제품법

시험자료 생산 및
관리 전문 틀

Sol-T.
ERP

살생물제 승인 l 공동승인 l 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유럽 REACH & BPR l 중국/대만/일본 물질 등록ㅣ
미국 TSCA & FIFRA l FDA 식품접촉물질 신고

해외규제

OR 서비스

하위사용자 용도 Sol-T.
조사 CSR 준비
USE
- 수집된 유해성 자료
및 용도 정보 기반
- 위해성 자료 작성
- 의견서 등 제출자료 작성

Sol-T.
SDS

Sol-T.
CS

화학물질 등록 l MSDS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등

국내외 (M)SDS 자동 생성

연혁
2018~2019년
· 안전성평가솔루션㈜ 법인설립
· 자문위원단 조직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사단법인 한국CRO협회 입회
· 협회자문 “단독” 컨설팅사 지정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분과위원장 신희준 대표 위촉
· 화학물질 규제대응 플랫폼
특허 등록 2건 (ALCHEMIST)
· 공동등록 협의체 플랫폼
Sol-T.JS'
· 화학물질 시험관리 플랫폼
Sol-T. EX'
·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 성과공유기업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평가 우수(T-4)등급 획득
(NICE 기술신용평가)

2020년
· 화학물질 공동등록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화학물질관리협회)
· 기존화학물질 컨설팅 지원사업
(화학물질관리협회)
·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협회)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사업(생산기술연구원)
· 법무법인 광장과 MOU체결
· 화학물질 용도조사 ‘Sol-T. USE'
특허 등록
·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별 업무처리
  시스템 저작권 등록
· 고분자화합물 법령 검토 장치
및 그 방법 특허 등록
· 법적규제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제품 취급 프로토콜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 등록

실시간 Q&A
- 고객 편의를 위한 자문
전문 웹서비스
- 실시간 자문 대응
- 자주 묻는 최신 Q&A 제공
및 주요 이벤트 알람

제품
제품 위해성평가 l 전생애주기 맞춤형 안전성 확보
리스크매니지먼트 전략 제공 l 유통·소비단의 안전 이슈 검증·대응

- 국내 및 해외 GHS 자동 분류
- MSDS 자동 생성 프로그램
- 산안법 토탈 대응시스템
(입증서류 자동작성 등)

비시험 자료 생산
(동물시험 대체)

※실속형 5개 언어 프로모션 진행중 / MSDS 무제한 생성
※ 국문 / 영문 / 유럽 / 일본어 / 중국어 / 대만어

2021년
· 화학물질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별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방법특허 취득
· 모멘터스, 법무법인 광장과
제품 안전분야 원스톱 위해관리
서비스 마련
· 위해관리 서비스 'SBS biz
생생경제정보톡톡' 방영
· 여수산단환경협의회,
울산환경 기술인협의회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웨비나 개최
·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물질
공동승인 동향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사업 (생산기술연구원)
·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사업
(화학물질관리협회)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선정
과제 (화학물질산업계지원단)
· 기존 살생물물질 전과정/맞춤형
지원사업 (국립환경과학원)

- Data Gap Analysis,
자료 비용 확인 및 정산
- 해외/국내자료 구매협상
- 비전문가도 쉽게,
효율적인 생산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 동물시험 대체를 위한
신뢰성 높은 예측시험자료 생산 및 검증

+50물질▲

특화 서비스
48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운영
경험
15명
위해성 평가
작성 인력

특수성 고분자 분석 및
디자인, 기술적 자문 경험

45명
분야별 최고
전문가 자문
위원단 협업
체계

14명
석·박사 이상의
전문인력에 의한
유해성 자료 분석

200물질▲
기초소재/
첨단소재
고분자 면제경험

40년▲경력
우수실험실
분석책임자 및
분석 전문위원
보유

약 7,000물질
시약면제 등
진행 경험

연 평균

30~40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특별
안전교육 전담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 다양한 물질 특성에 따른 운영노하우 보유
※ UVCB 물질 (100-1000톤) 등록 등 물질분석 전문기술 보유
※ Cowcawe's petrotox 활용 1,512 가지 석유탄화수소의 독성정보 확보 tool
※ MSDS 신뢰성검토/작성/개정/번역 등 연 평균 200여건 진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안전교육 연 평균 30~40개 업체 전담 진행

특허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