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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소개

한국바스프 기업보고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세 개 분야인 경제, 환경 및 사회적 활동 전반에 걸친 국내 바스프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

는 독일회계기준(GAS) 및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바스프 그룹의 재무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합작 회사의 배

출량, 폐기물, 에너지, 물 사용 관련 수치는 바스프 지분에 비례하여 반영되지만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스프 그룹의 모든 업무 관

련 사고는 지분에 관계없이 자회사 및 합작 회사 모두 집계하여 보고됩니다. 임직원 수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바스프 그룹의 통합된 범주 내에서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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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8 + / –

매출1 백만 유로 59,316 60,220 (1.5%)

특별 항목 제외 EBITDA1

(EBITDA before special items) 백만 유로
8,217 9,271 (11.4%)

EBITDA1 백만 유로 8,036 8,970 (10.4%)

특별 항목 제외 EBIT1

(EBIT before special items) 
백만 유로 4,536 6,281 (27.8%)

EBIT1   백만 유로 4,052 5,974 (32.2%)

순이익  백만 유로 8,421 4,707 78.9%

자본 비용 이후 영업이익(ROCE)1  % 7.7 12.0 –

주당 순이익 유로 9.17 5.12 79.1%

자산 백만 유로 86,950 86,556 0.5%

합병을 포함한 투자2  백만 유로 4,097 10,735 (61.8%)

2019 2018 + / –

임직원(12월 31일 기준) 117,628 122,404 (3.9%)

인건비 백만 유로 10,924 10,659 2.5%

연구개발비1 백만 유로 2,158 1,994 8.2%

온실가스 배출량3 CO2 환산 배출량 
백만 톤

20.1 21.9 (8.2%)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 product/MWh 598 626 (4.5%)

Accelerator 제품군 매출 백만 유로 15,017 14,284 5.1%

원료 공급자의 현장 
지속가능성 감사 건수

81 100 (19.0%)

주요 정보

2019년 바스프 그룹 개요

1 자세한 내용은 basf.com/report를 참고하십시오.

2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플랜트 및 장비에 대한 추가사항

3 제3자에 대한 에너지 판매 제외

1 2018년도 사업분야 데이터는 새로운 사업분야 구조를 반영하여 수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건설화학 활동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분야 1

화학 제품 백만 유로

매출 2019
2018

9,532
11,694

특별 항목 제외 EBIT 
(EBIT before special items)

2019
2018

791
1,587

원재료 백만 유로

매출 2019
2018

11,466
13,270

특별 항목 제외 EBIT 
(EBIT before special items)

2019
2018

1,003
2,400

산업 솔루션 백만 유로

매출 2019
2018

8,389
9,120

특별 항목 제외 EBIT 
(EBIT before special items)

2019
2018

820
668

표면처리 기술 백만 유로

매출 2019
2018

13,142
11,199

특별 항목 제외 EBIT 
(EBIT before special items)

2019
2018

722
617

뉴트리션 & 케어 백만 유로

매출 2019
2018

6,075
5,940

특별 항목 제외 EBIT 
(EBIT before special items)

2019
2018

793
736

농업 솔루션 백만 유로

매출 2019
2018

7,814
6,156

특별 항목 제외 EBIT 
(EBIT before special items)

2019
2018

1,095
734

2019년 바스프 그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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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Welcome
대표이사 인사말

여러분께 2019년 바스프 그룹과 한국바스프의 성과를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와 도전이 필요했던 2019년, 바스프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

고 견고한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은 무역 분쟁, 

정치적 불확실성, 주요 산업에 대한 예상치 못한 수출 규제 등 여러 난관들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수요 감소는 화학 제품 및 원재

료 사업분야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스프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내부 혁

신을 다지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내부적으

로 프로세스와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보다 민첩하고 고객 중심적인 회사로 변

모했습니다. 또한 조직을 재정립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행정

을 간소화했습니다.

바스프는 ‘고객’에 점차 초점을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바스프의 

글로벌 폴리아마이드 사업은 솔베이 사업 인수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아디포

니트릴(ADN) 인수를 통해 주요 원자재를 확보하며, 제품 및 엔지니어링 플라

스틱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습니다. 2019년 중반까지 바이엘로부터 인

수한 농업 분야 사업의 통합을 마무리하며 종자, 형질 및 작물 보호에서부터 

농민을 위한 디지털 기술에 이르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바스프는 혁신을 통한 한국의 순환 경제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생

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인 이코비오(Ecovio®)가 한독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코비오는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솔

루션으로 국내 농업용 멀칭 필름 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

았습니다.

모든 노력들도 기업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보건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

다. 울산 화성 공장에서 2000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6,781일 간에 걸

쳐, 무재해 20배수 목표를 달성하며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달성한 바 있습니

다. 이는 바스프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다시금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바스프는 직원들의 안전 문화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편 바스프는 지역 사회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

다. 지난 12년 간 공장과 연구소가 위치한 울산, 여수, 수원에서 확장해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화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

록 해 주었습니다.

이러 성과는 우리의 고객사 및 협력사, 그리고 직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바스프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방법을 찾기 위해 계

속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화학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김영률

한국바스프(주) 회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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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인사말

임원진 인사말

“ 바스프와 함께 
고객이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

“ 바스프 직원은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바스프 서비스 조직은 매일 

도전합니다. 우리는 최고를 추구하고 

기대를 뛰어넘으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변화를 만듭니다. ”

김영률
한국바스프(주) 회장, 대표이사

권삼렬
한국바스프(주) 인사 및 총무 담당 부사장

마크 뷀텔-허츠
한국바스프(주) 관리지원부문 사장,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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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인사말

“ 지속가능성은 업무의 중심에 

있으며, 성장의 동력이자, 위험 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한국은 전자 산업과 전자 재료 연구의 

최첨단에 있습니다. 바스프는 2018년부터 

글로벌 반도체 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해왔습니다. 

이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적극적이고 의욕 넘치는 
팀과 함께 한국 고객을 위한 
차이를 실현하겠습니다.”

김병연
한국바스프㈜ 아태지역 모노머 기술 및 오퍼레이션 부문 사장

옌스 리베르만
한국바스프(주) 글로벌 전자재료 반도체 사업부 사장

송준
한국바스프(주) 스페셜티 사업부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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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그룹
바스프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바스프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화학전문기업으로서 경제적 성공과 함께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을 추구

합니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 세계 약 11만 8000명의 임직원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많은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의 포트폴리오는 화학 제품, 원재료, 산업 솔루션, 표면 처리 기술, 뉴트리션 & 

케어, 농업 솔루션의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바스프 그룹의 조직 구조

2019년 1월 1일 기준, 바스프 그룹의 11개의 사업부문은 6개 사업분야로 나뉘

어 재편되었습니다.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 및 중간체

  원재료: 퍼포먼스 소재, 모노머

  산업 솔루션: 디스퍼전 & 안료

  표면 처리 기술: 촉매, 코팅, 건설화학

  뉴트리션 & 케어: 케어 케미컬, 영양 및 건강

  농업 솔루션: 농업 솔루션

본 보고서에 제시된 2018년의 데이터는 새로운 사업분야 구조를 반영하여 재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바스프와 사모펀드 그룹 론스타(Lone Star)의 계열사는 현금 

매각가 31억 7천 유로 규모의 바스프의 건설화학 사업부문의 판매 계약에 서명

했습니다. 이 거래는 관련 당국의 승인에 따라 2020년 3분기에 마무리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화학 사업부문은 이전에 표면 처리 기술 사업분야로 보

고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로 인해 그룹 리포팅에 즉각적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소급되어 건설화학 사업부문의 매출 및 수익은 바스프 그

룹의 EBITDA, EBIT, 특별 항목 제외 EBIT에 더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

료시까지 해당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세후 중단사업 수익이라는 별도의 항목

에 표시됩니다.

2019년 5월 1일, 바스프와 레터원은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 빈터샬(Winter-

shall)과 DEA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신규 합작회사는 Wintershall DEA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바스프는 레터원(LetterOne)과 양사의 석유 및 가스 사

업 합병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주주 대출은 은행 대

출로 대체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일 이후 바스프의 Wintershall DEA에 대한 

참여 지분은 지분법에 따라 바스프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보고되었으며 공정 

가치로 최초 평가되었습니다. 완전한 통합 과정에서 얻은 수익은 지분법에 따라 

세후중단사업수익으로 표시됩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바스프는 Wintershall Dea의 순이익 중 특별 항목 제외 EBIT 

및 바스프 그룹의 EBIT에서 기타에 표시되는 비율을 보고했습니다. 바스프와 레

터원은 2020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Wintershall Dea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2019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영보고서에서 공개되는 지표들은 더이상 빈터샬

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화학 비즈니스는 환경 보호, 건강 

및 안전, 직원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공개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세일즈 관

련 지속가능성 수치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 바이엘(Bayer)로부터 인수

한 비즈니스는 지표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asf.com/report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분야 구조를 바탕으로, 바스프는 시장별 경쟁 환경에 맞추어 비즈니

스를 더욱 차별화했습니다. 사업분야 및 관련 사업부문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을 높이고 페어분트 및 밸류 체인이 비즈니스 성공에 미치는 중요성 역시 강조

되었습니다. 바스프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경

쟁 업체에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배치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스프의 사업부문은 운영상의 책임을 지며, 부분이나 제품에 따라 구성됩니다. 

사업부문은 54개 글로벌 및 지역 비즈니스 단위를 관리하고 76개 전략적 비즈

니스 조직에 대한 전략을 개발합니다.1

바스프의 지역 및 국가별 조직은 현지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시

장 잠재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역 사업부는 재무 보고를 위해 4개 지역 :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남미·아프리카, 중동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부문과 함께 3개의 글로벌 연구부문인 첨단 소재 및 시스템 연구(Advanced 

Materials & Systems Research), 생명과학 연구(Bioscience Research), 프로세

스 연구 및 화학공학(Process Research & Chemical Engineering)를 통해 혁신

적 역량과 경쟁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원재료 및 서비스 구매, 생산 및 고객 물류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사업 부서와 지원 부서의 공동 책임 하에 있었습니다. 7개의 지원 부

서와 8개의 기업 부서가 재무, 인사, 세무, 법무, 엔지니어링, 사이트 관리, 구매, 

물류, EHS, 투자자 관계, 홍보 분야에서 영업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바스

프는 추가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 및 물류와 같은 비즈

니스 활동에 핵심적인 지원 조직들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이

를 통해 고객에 대한 근접성과 고객별 특성에 맞춘 신속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한 지원 조직, 연구 개발 및 거버넌스 조직에서 더 민첩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 중단된 영업으로 표시된 건설화학 비즈니스 제외

바스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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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수는 영업활동을 한 사업연도에 바스프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외부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바스프는 사업연도 내 그룹의 모든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공급 업체를 Tier 1(주 공급업체)로 구분합니다. Tier 1은 원자재, 투자 상품, 소모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공급 업체는 공법에 따라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조정된 조직 구조

바스프는 그룹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 재정비를 통해 고객에 대

한 근접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갖췄

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와 지역 본부의 역할을 정비하며, 기존 

엑설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정 및 절차를 단순화하는 중입니다. 중앙 조직

(Corporate Center), 고객 특화된 운영 사업부문, 교차 지원 조직 및 지역 본부가 

새로운 조직의 근간이 됩니다.

중앙 조직은 그룹의 운영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를 지원하며 전

략, 재무, 법무, 규정 준수 및 세무, 환경·안전·보건, 인사, 홍보, 투자자 관계 

및 내부 감사 등의 주요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4 개의 글로벌 서비스 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는 개별 사이트, 바스프 그룹의 사업부문이나 기타 부

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구매 조직은 구매 서비스를 더욱 효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설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조직은 부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 인사, 환경·안전·보건, 지적 재산, 홍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등

의 영역에서 글로벌 서비스 조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국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지를 대표한 각 지역 및 개

별 국가 내 바스프에서 고객과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사업부의 성장을 더욱 지

원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을 기준으로 2021년 말부터 매년 

20억 유로를 EBITDA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까지 조직을 단순화

하고, 행정, 서비스 및 운영상의 효율을 강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6,000개의 

담당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발표된 포트폴리오 변경에 맞추

어 중앙 조직, 지원 부서 및 지역의 조직 구조가 더 유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장과 페어분트

바스프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 법인을 두고 6개 페어분트와 361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위치한 페어분트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개발된 단일 기업이 소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화학 단지입니

다. 이곳에서 페어분트 개념이 처음 확립되었고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전 세

계 다른 공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페어분트 시스템은 바스프의 최대 강점 중 하나로, 이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페어분트(Production Verbund)

는 한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다른 생산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제공하기 위

해 생산 단위와 에너지 공급 장치를 지능적으로 연결합니다. 한 시설에서 생긴 

부산물을 다른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분트 시스템의 공정 

운영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를 통해 원료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 가스량 최소화, 물류 

비용 절감, 시너지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스프는 페어분트 개념을 생산 뿐만 아니라 기술, 영업 및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도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은 여러 연구 분야에서도 공유되며 글

로벌 연구 플랫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급 및 판매 시장

바스프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양한 분야의 약 10만 명의 고객1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스프의 고객은 글로벌 고객 및 중소기업

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바스프는 전 세계 각 산업 분야에서 7만 5천 개 이상의 주 공급업체(Tier 1)2와 협

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급업체는 중요한 원자재, 화학 물질, 투자 제품과 소모

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자재(양적 기준 바

탕)는 납사(naptha), 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와 벤젠 등입니다.

사업 및 경쟁 환경

바스프는 지역과 국가, 세계적 성장의 맥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조

건에 영향을 받으며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경제 환경

- 법적, 정치적 요건(예: 유럽연합 규제)

- 국제 무역 협정

- 환경 협정(예: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사회적 측면(예: UN 인권선언)

바스프는 전 세계 시장 중 약 70%의 지역에서 업계 내 시장 점유율 상위 3대 기

업 중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주요 경쟁사는 알케마

(Arkema), 바이엘(Bayer), 클라리언트(Clariant), 코르테바(Corteva), 코베스트로

(Covestro), 다우(Dow), 듀폰(Dupont), DSM, 에보닉(Evonik), 포모사 플라스틱 

그룹(Formosa Plastics), 헌츠만(Huntsman), 랑세스(Lanxess), 사빅(SABIC),시

노펙(Sinopec), 솔베이(Solvay), 신젠타(Syngnta), 완후아(Wanhua) 등이 있으며 

해당 국가와 지역에 더 많은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바스프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아시아와 중동의 업체들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구조

상장 기업인 BASF SE는 모기업으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BASF SE

는 바스프 그룹이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의 최대 운영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룹사의 대부분은 광범위한 사업분야를 담당

하며, BASF SE를 포함한 295개 법인은 그룹의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스프는 7개 합작 법인과 지분 참여로 연결되어 있으며 25개 법인과

는 지분법 적용에 의거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스프 그룹



BASF in Korea   Report 201910

전략
기업 전략

바스프는 화학을 통해 더 큰 열정을 갖고 고객과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

다. 세계 최고의 화학 회사가 되기 위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회에 가치를 창출

합니다. 전문 기술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페어분트 통합 콘셉트를 바탕으

로 혁신을 이룬 바스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

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며 바스프가 지속가

능한 미래를 위해 화학으로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구 변화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산업에서 우리의 고객은 한정된 자원과 증가하

는 소비자 요구로 인해 여러 사회,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학은 이러

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스프는 고유의 전문성에 

고객 경쟁력을 결합해 수익성있고 혁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공동

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려 합니다.

바스프의 기업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바스프는 미래를 위해 화학을 창조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

공적인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스프가 자원을 최

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이유입니다.

바스프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화학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스프는 유

기적 성장을 목표로 고객 중심의 조직 구조로 역량을 강화하려 합니다. 우리

의 성장 전략은 전략적 성장 시장 및 혁신 주도 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

시아 시장은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인 중국은 이미 가장 큰 화학 시장이며 전 세계 화학 제품 생산의 성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50%까지 증가할 

것이며 바스프는 이 성장에 동참하려 합니다. 또한 역동적 시장의 성장 동력

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남부 광둥성에 위치한 잔장시(Zhanjiang)에 통합 페어

분트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난징시에 있는 시노펙과의 합작 회사

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기업목적
바스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화학을 창조합니다.

고객 지향

바스프에게 고객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이를 원칙으로 우리의 일을 생각하려 

합니다.  바스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다양한 부문에서 약 10만 명의 고

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고객 포트폴리오는 주요 글로벌 고객 및 

중소 기업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고객 및 고객의 산업 집중

 고객을 의사 결정의 중심에 두고 활동

 고객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만족감 증대

바스프는 고객을 위한 선도적 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조직 전체에 걸쳐 고객 

중심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고객의 요구에 더

욱 가깝게 맞추는 이유입니다.

기초 화학 제품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및 시스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바스프의 밸류 체인 및 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바스프는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구현해 개별 산업의 요구에 유연하

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비용 리더십에서 다운스트림 제품을 위한 고

객 맞춤형 솔루션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지향은 사업부문에

서 주로 추진하고 향상합니다. 바스프 비즈니스 조직 중 절반 가량이 특정 산

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수는 영업활동을 한 사업연도에 바스프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외부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바스프 그룹

바스프와 하이머(HYMER) : 혁신을 함께

콘셉트카 비전벤처(VisionVenture)는 바스프가 고객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미래의 혁신을 창조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바스프는 독일의 

선도적 캠퍼밴 제조업체 하이머(HYMER)와 협업해 2025년 캠퍼밴의 모습을 선

보였습니다. 비전벤처를 통해 고성능 플라스틱 솔루션,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100여가지 이상의 부품, 맞춤화된 소음·진동(NVH, Noise, Vibration, Harsh-

ness) 방지 솔루션, 신규 코팅 기술을 접목해 20가지 이상의 바스프 솔루션을 선

보이며 차량의 디자인 옵션과 기능성을 확장했습니다. 콘셉트카 출시 후 12개월

이 채 되기도 전에, 두 회사의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이 양산 차량에 접목되었습

니다. 비전벤처는 2019년 8월 대중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이머 및 비전벤처에 사용된 바스프 자료와의 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asf.com/en/vision-venture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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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습니다. 2019년 바스프는 주요 지원 부서인 일부 R&D, IT, 구매, 인사 및 홍보 

서비스를 운영 부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부서는 더욱 민첩해

졌으며 시장 요구에 특화될 수 있었고 경쟁 시장에서 더욱 차별화될 수 있었습

니다. 바스프는 업무의 효과, 효율,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했

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보다 집중하고 목표를 만족시키며 반응 시간을 개선해 

고객이 새로운 바스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스프의 의사 결정과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깊이있는 전문

성과 광범위한 자원을 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단순한 공급 업

체 이상이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하는 회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을 내며 지속가능한 맞춤형 솔루

션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

적화된 공정 및 어플리케이션을 재공하기 위해 우리의 전문성을 활용합니다.  

바스프는 고객 요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고객에게 요청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세계에 넷 프로모터 시스템(Net Promoter System®)

을 출시하여 고객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의 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은 피드백을 통해 학

습하며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틀을 제공해줍니다. 

2019년에는 확장된 IT 기반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직원

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0년 최신 버전의 사용자 친화적

인 응용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공동의 성장 동력을 

모색할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조, 시장 지식은 물론 밸류 체

인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가치 창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품질 관리

고객 만족은 비즈니스 성공의 기초로서 품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정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글로벌 품질 정책에

도 반영됩니다. 바스프 생산 현장 및 사업 단위의 대부분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ISO 표준을 넘어서는 산업 및 고객별 품질 요구 사항도 충족합니다.

고객 어워즈

2019년에도 바스프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19

년 5월, GM(General Motors)으로부터 품질, 실행, 혁신 및 기업 비용 면에서 뛰

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급 업체에게 수여하는 “2018년 올해의 공급 업체”로 선

정되었으며, 바스프는 2002년 이후 14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GM은 공급 업체 최초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이얼(Haier)산업 그룹은 2019년 3월 바스프와 시노펙 합작사(50:50)인 

BASF-YPC 유한회사에 Golden Magic Cube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제

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안정성 및 강력한 고객 중심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2019년 3월에는 에어버스(Airbus)사로부터 “공급망 및 품질 개선상”을 5차례 

수상했습니다. 에어버스는 특히 케메탈(Chemetall) 브랜드로 판매되는 나프

토실(Naftoseal®)및 알드록스(Ardrox®)의 일관되고 높은 신뢰도와 품질을 높

이 평가했습니다.

2019년 7월, 바스프는 JLR (Jaguar Land Rover) 그룹으로부터 최초로 “Cus-

tomer First Recognition Award”을 수상하며 우수한 고객 지향성을 인정 받았

습니다. 바스프 내 학제간 팀은 카토가드(CathoGuard® 800 RE) 기술 및 베이

스 코트를 포함한 자동차 OEM 코팅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리

미엄 부문에서 고객의 개별 색상 선호도를 실현함으로써 수년간 JLR을 지원

해왔습니다. 이 상은 JLR의 원칙인 개인적이고 투명하며 비즈니스에 용이하며 

믿을 수 있고 특별한 느낌을 입증하는 파트너에게 수여합니다. 

크리에이션 센터 : 영감으로부터 솔루션까지, 모
든 것이 한 장소에 

발견하고 이해하며 창조하는 것 - 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바스프가 고객에게 제

공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션 센터에서는 재료 및 디자인에 관한 포괄적인 전

문 지식을 최신 시각화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파트너의 개

별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아이디어로부터 맞춤형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더

욱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인도 뭄바이의 첫 크리에이션 센

터를 시작으로 8월에는 일본 요코하마와 중국 상하이에 크리에이션 센터가 생

겼으며 2020년 초반에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4번째 크리에이션 센터가 설

립되었습니다.

 크리에이션 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basf.com/en/creation-center를 참고하십시오.

1 ISO 9001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발행한 표준이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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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

미래에 사업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사업을 위한 가치를 창

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스프는 전체 밸류 체인을 따라 야심찬 글로벌 목표

를 설정했습니다. 고객, 투자자,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바스프는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경제적인 성공과 수익성을 내고자 합니

다. 또한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구매량을 2018년 수준으로 제안하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

2019년 목표달성 현황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

– 8.2%

      
2025년까지 20만 근무 시간당 
전 세계 공정 안전 사고율 ≤ 0.1 달성

0.3

  
2030년까지 물 부족 지역의 모든 생산 현장 및 
모든 페어분트 생산공장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도입

35.8%

    
2021년까지 관리 책임을 가진 리더십 위치의
여성 임원 비율 22~24%로 확대
2030년의 새로운 목표: 30%

23%

 

2025년까지 220억 유로의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4 매출 달성 €15.0 

 billion

    
2025년까지 전 세계 임직원의 20만 근무 시간당 
손실 시간 상해율 ≤ 0.1 달성

0.3

 
80% 이상의 임직원이 바스프에서 성장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

79%

 
2025년까지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 지출5의 90%를 사용

81%

공급업체의 80%가 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지수 목표 달성

52%

   

글로벌 화학 생산보다 더 빠른 연 매출 성장 – 3% 
(글로벌 화학 생산 : 1.8%)

 
특별항목 제외 EBITDA 연 3~5% 인상 – 11%

 

매년 자본 비용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자본이익률 (ROCE)2 달성

7.7% 
(자본 비용 : 10%)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연간 주당 배당금 인상 €3.303

(2018: €3.20)  

 

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기적 성장과 분리해 감축하

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 목표, 지속가능한 제품 포트폴리

오, 책임있는 구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직원 참여, 다양성 포용에 대한 목표

를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 목적은 사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동시에 UN의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1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바스프는 기후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빈곤 퇴치와 같이 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제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stainabledevelopment.un.org 를 참고하십시오.  
2 자본이익률(Return On Capital Employed)은 운영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바스프는 사업분야별로 발생한 평균 자본 비용을 기준으로 퍼센트 단위의 EBIT으로 지표를 계산합니다.
3  그룹운영이사회가 제안한 배당 
4 밸류 체인에서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하는 바스프 제품군을 지칭합니다.
5 바스프는 관련 지출을 관계된 지정 공급업체의 구매 규모로 이해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basf.com/report를 참고하십시오.

바스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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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행동 영역

바스프는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을 위한 선도적인 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혁신

과 생산 관리 분야에서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전사 차원에서 업무에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며, 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을 깊이 고려하고자 합

니다. 바스프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페어

분트 통합 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조직을 더욱 발전

시켜 고객의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스프는 고객 중심

을 더욱 강화한 6개의 전략적 행동 영역을 정의했습니다.

혁신 

바스프의 목표는 고객이 화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한 경우, 가장 믿

음직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바스프의 연구 개발 역량은 화학 산업에서 독

보적입니다. 선도적인 혁신 기업으로 발판을 다지고, 이를 활용해 고객을 위

한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능한 원활한 연구 혁신 프로세스를 

세워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구 단계에서부터 고객

에게 이르기까지, 전체 혁신 프로세스의 수준을 높여 우수성을 강화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성 

제품 및 솔루션과 기술이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스프는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선

도 기업이 되어 의사결정 및 사업 모델에서 지속가능성과의 연관성을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며, 사업 기회를 창출

하고 고객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생산책임 

바스프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이 요청

하는 사양과 일정에 맞춰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스프는, 민첩성 뿐 아니라 공장 시설의 신뢰성과 가동성을 더욱 향상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기존 자산

의 기반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바스프는 사업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을 위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리더와 임직원의 종합적인 디지털 역량을 촉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바스프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성장하는 사업 영역에 더 많은 자본을 배분하

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로 자본 지출과 혁신을 통한 유기적 성장에 중점을 

둘 예정이지만,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도 인수할 예정입니

다. 신규 사업분야는 사업 운영, 밸류 체인의 중요성, 페어분트의 역할 면에서 

높은 투명성을 갖추고 운영될 것입니다. 페어분트 내 물리적, 기술적 통합과 시

장 및 디지털 통합은 포트폴리오의 핵심과 고유한 강점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임직원 

바스프는 관련 경쟁사에 맞서 각 사업부문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높은 실행력을 갖춘 조직을 구축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 사업부가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사업 모델과 조직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바스프 임직원은 업데이트된 전

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고객

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스프 직원에게는 필

요한 수단과 기술이 지원될 것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동 영역 강화

Our

Customers

DigitalizationSu
st

ai
na

bilit
y Operations

Po
rtfo

lio
People

Innovation

바스프 그룹

기업 가치
바스프의 행동 지침

Creative: 우리는 고객을 위해 우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과

감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낙관적으로 행

동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Open: 우리는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과 경험에 가치를 둡니다. 정직과 존중, 상호 

신뢰에 기반한 피드백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Responsible: 우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규범을 지키며 환경 표

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ntrepreneurial: 우리는 개인과 기업으로서 고객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책임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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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스마

지역본부

 

주요 생산시설

 

페어분트 생산시설

 
 

주요 연구개발시설

 

프리포트

플로햄 파크 루트비히스하펜

앤트워프

난징

홍콩

잔장

콴탄

상파울루계획된 페어분트 생산시설

북미

16,420
매출 1 (백만 유로)

692
EBIT (백만 유로)

19,355
임직원 2

남미, 아프리카, 중동

3,806
매출 1 (백만 유로)

302
EBIT (백만 유로)

7,486
임직원 2

지역별 바스프 실적
2019년 바스프 그룹 매출: 593억 1600만 유로 
2019년 EBIT: 40억 5200만 유로

지역별 바스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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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스마

지역본부

 

주요 생산시설

 

페어분트 생산시설

 
 

주요 연구개발시설

 

프리포트

플로햄 파크 루트비히스하펜

앤트워프

난징

홍콩

잔장

콴탄

상파울루계획된 페어분트 생산시설

유럽

25,706
매출 1 (백만 유로)

1,976
EBIT (백만 유로)

72,153
임직원 2

아시아 태평양

13,384
매출 1 (백만 유로)

1,082
EBIT (백만 유로)

18,634
임직원 2

1 2019년 법인 소재지 기준
2 2019년 말 기준

가이스마

지역본부

 

주요 생산시설

 

페어분트 생산시설

 
 

주요 연구개발시설

 

프리포트

플로햄 파크 루트비히스하펜

앤트워프

난징

홍콩

잔장

콴탄

상파울루계획된 페어분트 생산시설

지역별 바스프 실적



시장에 존재
개의 곳의

곳의

약 약

영업 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주요 R&D 사이트

 
18,634명 
직원
여성 비율 26%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투자 계획 

96억 유로

1,376명 
신규 채용 
여성 비율 32.3%

142억 유로
고객 매출

고객사의 위치 기준

11억 유로
EBIT 

회사의 위치 기준 

페어분트 생산시설

19

100개의

생산 시설

100개의

2

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스프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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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in Asia Pacific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스프

혁신

화학 분야의 혁신은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급속한 개

발 및 도심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인구 증가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스프는 지역 내 연구 역량을 지속적

으로 키워 역동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

  고객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에서의 혁신 역량을 확장 

  바스프 크리에이션 센터는 고객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양산 솔루션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바스프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조기에 통합하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연구 개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바스프는 중

국, 인도, 일본, 한국에 주요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중국 상하이와 인도 뭄바이에 각각 혁신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이 혁신 캠퍼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구 개발, 사업, 생산 조직 등 모

든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곳의 혁신 

캠퍼스는 바스프 글로벌 노하우 페어분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글로벌, 지역

별, 나라별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상하이 푸동 혁신 파크(BASF Shanghai Pudong Innovation Park)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과 2019년에 확장되었습니다. 상하이 혁신 캠

퍼스(Innovation Campus Shanghai)는 첨단 소재 및 시스템 연구(Advanced 

Materials & Systems Research)의 글로벌 본부입니다.

상하이 혁신 캠퍼스는 첨단 소재, 화학 공정 공학, 환경 촉매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혁신 캠퍼스는 운영 부서의 기

술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거의 모든 주요 산업의 혁신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구 개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 바스프는 상

하이 혁신 캠퍼스 내에 엄선된 상하이의 대학과 협력하여 실험 인력 육성에 

특화된 직업 훈련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인재들이 기술력

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물 보호 및 특수 화학 물질에 초점을 맞춘 보완적 연구를 수행하는 뭄바이 

혁신 캠퍼스(Innovation Campus Mumbai)는 바스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연구 개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 합

성, 응용 및 공정 개발, 분석을 위한 최첨단 실험실이 포함됩니다. 나비 뭄바이

의 타네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뭄바이 혁신 캠퍼스는 뭄바이의 모든 신규 및 

기존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혁신 캠퍼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바스프 R&D 센터이며 

첨단 소재 및 시스템 연구 조직의 글로벌 본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R&D 사이트 개요

상하이 혁신 캠퍼스
■  중점 연구 분야: 첨단 소재,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촉매
■  크리에이션 센터

뭄바이 혁신 캠퍼스
■  중점 연구 분야: 농작물 보호, 스페셜티 케미컬
■  크리에이션 센터

아마가사키 R&D 센터
■  중점 연구 분야: 전자소재, 배터리 소재          

수원 R&D 센터
■  중점 연구 분야: 전자소재

아시아 태평양 혁신 캠퍼스

기타 주요 R&D 사이트

수원
아마가사키

상하이 

뭄바이

아시아 태평양 주요 R&D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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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스프

2019년에 바스프는 뭄바이, 도쿄 그리고 상하이에 세 개의 새로운 크리에이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각 센터는 고객과 바스프의 전문가들을 함께 모음으로

써 개념적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전환합니다. 바스프는 세계적 수

준의 실험 시설과 인터렉티브 소재 쇼케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과 

개선된 제품을 찾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소재를 탐구하고 상호작용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아이디에이션 및 

소재 컨설팅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전문 R&D 센터에서는 자원 효율성, 식량 및 영양, 삶의 

질 같은 당면 과제에 특화된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본 아마가사키의 바스프 R&D 센터는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혁신 소재 개

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수원에 위치한 R&D 센터는 국내외 주

요 고객과 긴히 협력하여 전자소재 개발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협력을 통한 열린 혁신
 

  더 많은 파트너와 함께 연구 분야를 확대하는 NAO 

(Network for Asian Open Research)  

  Tsinghua x-lab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공동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모색

바스프는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

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바스프의 글로벌 노하우 페어분트의 핵심 근간

을 구성하는 약 300곳의 학계 파트너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

아 태평양 지역 내에는 2014년에 NAO(Network for Asian Open Research)

가 설립되어 바스프와 지역의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바스프는 인도 봄베이 기술 연구소(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와 국립 푸네 화학 연구소(National Chemical Laboratory Pune)를 

포함시켜 파트너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중국, 일본, 한

국 및 인도의 12 개 대학 파트너로 확대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바스프의 

개방형 혁신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스프는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스프는 칭화대의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인 Tshinghua 

x-lab과 함께 48시간의 기업가 대회을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속가능성

에 기여하는 과학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11개의 프로젝

트 팀이 바스프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기업 인큐베이터와 스타트업 투자자들

로 구성된 심사 패널에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대회에서 베이징TC에어테

크 팀이 1등을 수상했습니다. 이 팀은 추가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바스프

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NAO의 설립 이래, 바스프와 연구 파트너들은 바스프에 합류한 11명의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과 함께 43개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NAO 

프로젝트는 연구 개발 분야의 디지털화는 물론 새로운 모노머 및 폴리머, 표

면 및 인터페이스, 코팅, 제올라이트(zeolite), 살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스프는 Sichuan University와 협력하여 폴리아마이드 블렌드에 요구되

는 높은 내화학성과 같이, 중요한 시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

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요코하마, 뭄바이의 크리에이션 센터는 고객과 바스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솔루션으로 전환합니다.

상하이 혁신 캠퍼스 내에 실험 조교 육성에 특화된 직업 훈련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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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한국바스프

바스프는 대표적 외국 투자 기업으로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국내 화학 

업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규모의 생산 시설을 8개 운영하고 

있으며, 바스프는 또한 수원에 아태 지역 전자 소재 R&D센터와 전자 소재 사

업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세 곳의 테크놀로지 센

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고객 대상 매출은 약 14억 유로였으며,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142명의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스프(주)와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는 글로벌 바스프의 자회사

입니다. 한국 내 바스프는 수원에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소재 R&D 센터와 아

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부 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전자소재 생산 공

장은 2017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암모니아수(ultra-pure NH4OH)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스프는 울산에 화성, 유화, 안료 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유화 공장은 2018년 말부터 기존 제품인 스티로폴(Styropor®)을 생산하

는 대신 고성능 단열재인 네오폴(Neopor®)로 전환하여 생산하기 시작하며 아

시아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화성 공장

에서는 PolyTHF, 폴리올 및 PU system A를 생산하고 있으며 바스프의 자회

사인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에서는 유기 안료를 생산하는 안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는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와 TDI(-

toluene diisocyanate)를 생산하며 이 밖에도 CCD(carbonyl chloride deriva-

tives), 울트라손(Ultrason®),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암모니

아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더스트리얼, 컨슈머 제품에 대한 다양한 현지 시장의 고객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바스프는 예산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딩 생산 시설을 설

립했습니다. 동시에 바스프는 안산 공장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량을 늘렸

습니다. 동탄 및 안산에 위치한 기술 센터는 고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에는 독일 이외의 지역으로 유일하게 비타민을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

하며 이 곳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위한 비타민 B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 소재 R&D 센터에서는 반도체 공정 과정 내 

전기 도금 솔루션을 테스트 중입니다.

여수공장에서는 폴리우레탄의 원료가 되는 MDI와 TDI를 생산하며 이 밖에

CCD, 울트라손(Ultrason®),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암모니아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위치한 바스프와 코오롱플라스틱이 설립한 50:50 합작 공장인 

코오롱바스프이노폼 공장에서는 폴리옥시메틸렌(PO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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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국내 주요 사업장 소재지

(2019년 말 기준)

한국 내의 바스프 개요

2019년 매출(국내 고객 대상) 임직원 수(2019년 말 기준)

12억 5500만 유로 1,142 명

한국

서울

한국바스프 영업 사무소

주요 생산시설

R&D 및 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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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한국 내 생산시설

 

서울사무소

 ▪  1954년 설립
 ▪  한국바스프의 영업, 마케팅, 인사 등 업무 지원
 ▪  2016년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한국바스프(주)의 자회사)  
    서울사무소 설립

동탄 기술연구소

 ▪  2015년 설립
 ▪  폴리우레탄, 케어케미칼, 코스메틱 관련 연구소 
 ▪  응용분야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고객 업무
 ▪  2016년 셀라스토(Cellasto®) 시험실 개설

안산 코팅기술연구소

 ▪  2010년 설립
 ▪  자동차 제조업체에 사용되는 친환경 수용성 코팅 및 코팅 공정 기술 연구 개발

안산 CAE 연구소

 ▪  2006년 설립
 ▪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연구 개발

안산공장

 ▪  2003년 하니웰코리아로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문 인수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  자동차 및 전자 사업분야 지원
 ▪  폴리옥시메틸렌(POM) 컴파운딩 생산(글로벌 컴파운딩 허브)

수원 아태지역 전자 소재 R&D 센터

 ▪  2014년 설립
 ▪  R&D 센터 내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 소재 사업부 본부 위치
 ▪  아태지역 전자소재 연구 개발 업무

 

 

군산공장

 ▪  2003년 준공
 ▪  비타민 B2 생산

여수공장

 ▪  1991년 한양바스프우레탄(주), 여수공장 착공
 ▪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MDI, TDI, CCD 생산
 ▪  2014년 울트라손(Ultrason®) 공장, 독일 외 지역 중 최초 준공
 ▪  2017년 초고순도 암모니아수(Ultra-pure NH4OH) 공장 준공

울산공장

울산 화성공장

 ▪  1998년 PolyTHF® 공장 준공과 PolyTHF®, 폴리올 및  

    폴리우레탄 system A 생산

울산 유화공장

 ▪  1980년 효성바스프(주)에 의해 울산 유화공장 착공,  
    EPS(Expandable Polystyrene) 생산

울산 안료공장

 ▪  2010년 대한스위스화학(주) 인수, 유기 안료 생산
 ▪  2016년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주) 운영

예산공장

 ▪  2015년 준공
 ▪  자동차 및 컨슈머 제품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김천공장(합작 투자)

 ▪  2016년 착공(2018년 준공)
 ▪  코오롱플라스틱과 합작 투자(50:50)
 ▪  폴리옥시메틸렌(POM)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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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주요 성과
2019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바스프는 한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

렸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 및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바스프는 고객과 협력하며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다

각화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스프는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주

도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와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

바스프는 한국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을 최적화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

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2018년 바이엘크롭사이언스(Bayer Crop Science)의 일부 사업 및 자

산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선택성(non-selective) 제초제 브랜드인 '바스타

(Basta®)'도 인수했습니다. 2019년 농협 케미컬 및 성보화학에서 바스타의 유통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바스프는 바스타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생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독일의 생산 공장을 통해 두 회사 

모두에 고품질의 유효 성분을 제공합니다. 두 회사는 국내에서도 엄격한 생산 사

양에 맞춘 바스타 브랜드의 최종 제품을 농민들에게 판매할 것입니다. 

해안 침식은 한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해안 및 

주변 자연 제방의 침식을 막기 위해 파트너사인 에스비비(SBB)와 함께 다도해 해

상 국립 공원 내 관매도 해안선을 따라 820m2에 이르는 면적에 해안 보호 솔루

션 엘라스토코스트(Elastocoast®)를 적용했습니다.

한국바스프 주요 성과

한국 최대 국립공원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적용된 바스프의 해안 보호 솔루션 

엘라스토코스트(Elastocoast®)

엘라스토코스트는 자연 경관 보호 및 해안 침식 방지에 사용되며 설치가 용이하

고 생태 복원에도 도움이 되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엘라스

토코스트는 2012년 관매도 해변 300m2에 이르는 면적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몇 

차례의 태풍을 겪고도 해안선이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해

양공원으로부터 해안 침식 방지 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바스프는 고품질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코비오(ecovio®)로 한독상공회의

소의 지속가능성 부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며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혁

신 화학 솔루션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기반 성분을 함유하고 퇴비화 

가능 인증을 받은 바이오 폴리머 이코비오는 기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친화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멀칭 필름으로 활용되는 이코비오는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잡

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 폴리에틸렌(PE) 소재의 대안으로 떠오

르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멀칭 필름의 경우 사용 후 수거 시에 노동 집약적이고, 수거가 완

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오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비오

는 수확 후 수거 없이 그대로 밭을 갈아도 자연스럽게 땅속에서 분해되어 퇴비화

되기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60년 이상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여러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한편, 고객

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사업의 유연성을 강화했습

니다. 또한, 수거에 따른 추가 노동력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령화 및 인력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농가 인구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

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코비오는 우수한 내구성 및 내열성 등의 

심사위원인 강병모 전자부품연구원(KETI) 기업협력 본부장(왼쪽)이 한독상공회의소 

'지속가능성 부문' 수상 기업 대표인 한국바스프(주) 김영률 대표이사와 장경진 

스페셜티 플라스틱 바이오폴리머 담당자(오른쪽)와 함께 시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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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주요 성과

사용자가 더욱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콘셉트 휠체어, 

렌체어(Ren Chair)

바스프의 광안정제 티누빈(Tinuvin®)과 산화방지제 이가스탭(Irgastab®)으로 

구성된 첨가제 패키지는 극심한 열과 빛으로부터 지붕재를 보호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붕에 적용되었습니다. 

기계적 물성과 식품 접촉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쇼핑백 및 유기성 폐기물 봉투, 

식품 및 유통, 일회용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바스프는 파트너사와 꾸준히 협력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성장 가능성

을 찾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차이나플라스(CHINAPLAS) 2019에서 국내 휠체어 

제조 판매 회사 휠라인(Wheel-Line) 및 국내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레토디자인

(REHTO Design)과 공동 개발한 컨셉 휠체어 ‘렌체어(Ren Chair)’를 공개했습니

다. 렌체어에는 바스프의 고기능성 경량화 소재가 사용되어 제품의 사용자와 보

호자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퍼포먼스 소재를 통해 디자인 

자유도를 더욱 높였으며 고강도, 내마모성, 내화학성 등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렌체어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연성을 갖춘 첨단 소재 포트폴리오는 심

미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스프의 첨가제 패키지가 인천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의 지붕을 보호하고 있

습니다. 바스프는 국내 산업 소재 생산 전문 업체인 원풍과 협력해 열가소성 폴

리오레핀(TPO) 시트 지붕 방수재인 '슈퍼가드(Super GuardTM)'에 사용되는 폴리

머 첨가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TPO 시트는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건축물

의 지붕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고성능 방수재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첨가제 패키지는 광안정제인 티누빈(Tinuvin®)과 산화방지제인 

이가스탭(Irgastab®)으로 구성되며 마모 및 손상뿐만 아니라 극심한 열과 빛으로 

인한 분해로부터 지붕을 보호해 줍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및 국내 연구소와 협력 기회를 모

색하기 위해 바스프는 코트라(KOTRA)가 주최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GAPS

에 참여했습니다. 선진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저감 정책 시행에 따른 

관련 기술, 자율주행차에 도입되는 차량용 센서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및 시스템 등이 바스프의 주요 관심 주제였습니다.

환경 보호와 보건 및 안전

바스프는 안전에 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생산 시설 운영 및 

협력 업체에 대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기업 전략도 이를 기반으로 하

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바스프는 환경 보호, 보건, 안전뿐만 

아니라 보안, 에너지 효율성까지 포괄하는 화학 업계의 Responsible Care® 목표

를 수용하여 기업 운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모든 생산 공장의 공정 최적화, 효과적

인 에너지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한국 내 스팀 사용량이 감소했습니다. 온실 가

스 배출량도 내부 캠페인을 비롯, 포함한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

여함으로써 감소했습니다.

생산 시설의 여러 변화들로 전년도에 비해 대기 오염 물질은 약간 증가했습니

다. 방류수의 유기 물질 (COD)과 질소 배출은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는데, 2019년 

초 군산 공장에서의 비타민 B2 발효 공정 테스트를 완료한 후, 방류수의 질소 및 

COD 레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국바스프는 여수공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Back to Basics, 하나 

· 둘 · 셋’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공정 안전, 제품 책임주의

(product stewardship), 운송 및 유통 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여수공장의 TDI 공

장은 Responsible Care 감사에서 최고 안전 등급인 ‘Green’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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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성공장은 2019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KOSHA)으로부터 무재해 20

배수 목표 달성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바스프는 2000년 KOSHA의 무재해 캠

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후 2000년 8월 29일부터 2019년 3월 24일까지 총 

6,781일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인 안전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 운송,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스프의 포괄적 노력과 안전, 건강, 

환경 보호에 관한 엄격한 기업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

한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 업체 직원들도 동참하여 당사의 글로벌 안전 문화 활동 

프로그램 ‘케어플러스(CARE+) 안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의 날(Global Safet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여수공장에서 안전에 관한

O / X 퀴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국립서울맹학교에 재학 중인 20여명의 시각 장애 아동과 함께 서울 안

산을 등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와 공동 주

최하였으며 임직원들은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시각 장애 아동

과 일대일로 파트너가 되어 손을 잡고 안산에 올랐습니다.

바스프와 지역 사회는 장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역의 지속가

능성을 키워가고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 화성

공장에서는 청각 장애와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 기관인 메아리 학교

에서 정기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학교와 공장이 자매 

결연을 맺은 이래 매년 김치 담그기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사회 공

한국바스프 주요 성과

'Back to Basics, One, Two, Three' 캠페인 활동으로 3M과 함께 기획한 여수 공장의 

안전 장비 로드쇼에 바스프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스프 키즈랩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일일 교사로 참여한 바스프 R&D 센터 

연구원이 함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스프의 건강 관리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바스프는 정신의 건강이 신체의 건강만큼이

나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글로벌 건강 관리 캠페인 Moment-to-Moment

를 실시했습니다. 여수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

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알려 주고자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임직원과 사회 참여

바스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화학을 재미있

게 받아들이고 중요성을 알려주는 키즈랩(Kids' La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 온라인 화학 실험실 버추얼 키즈랩(Virtual Kids' Lab)을 새롭게 도입했

습니다. 이로서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

해 즐거운 화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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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의 자원 봉사자들이 시각 장애 아동과 일대일로 짝이 되어 손을 잡고 

함께 산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직원 20여 명이 김치 700kg을 담그고 

메아리 학교와 지역 사회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스프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함께 발전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바스프는 환경안전협의회인 CAP(Com-

munity Advisory Panel)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와 투명하게 대화하고 소통합니

다. CAP는 공장의 운영,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한 현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지역 사회 전문가, 교수, 의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됩니

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는 분기마다 공장의 안전 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지

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바스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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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주요 정보
2019 2018 2017

금융손익

고객사의 위치 기준 매출 백만 유로 1,255 1,369 1,201

임직원 수(12월 31일 기준)

국내 임직원 수  1,142    1,182    1,154   

견습생 수 - - -

임직원 연령대별 분포

25세 이하 % 1.7 1.9 2.5

26세~39세 % 32.0 34.4 34.0

40세~54세 % 52.6 52.4 53.7

55세 이상 % 13.7 11.3 9.8

성별

여성 % 12.6 - -

남성 % 87.4 - -

기부금 및 스폰서

전체 금액 백만 유로  133,409   - -

기부금 비율 % 56.5 - -

산업안전

손실 시간 상해율(바스프 및 계약직 직원) 20만 시간당 0.19 0.12 0.06

사망사고(전체) 0 0 0

공정 안전 사고율(Process Safety Incidents, PSIs) 20만 시간당 0.06 0.06 0.19

환경 및 안전

에너지

전력  사용량 MWh 447,642 462,846 471,276

스팀  사용량 톤 1,734,961 1,906,442 1,880,039

연료  사용량(중앙발전소  및  보일러) MWh 933,400 957,007 972,37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CO
2
 환산 톤 620,229 661,319 678,347

대기오염물질(CH
4
제외)        톤 646.50 622 721

수질오염물질

방류수: 유기물질(COD)  배출량 톤 245 290 340

방류수: 질소  배출량 톤 157 187 137

방류수: 중금속  배출량 톤 0.52 0.48 0.42

용수  공급 백만 톤 5.6 5.9 6.3

생산용  용수  사용 백만 톤 3.4 3.5 3.6

냉각수  사용 백만 톤 314 321 309

폐기물

폐기물(총량) 톤 41,596 43,058 40,813

폐기물  재활용률 % 51 52 46

한국바스프 주요 정보



수원에 위치한 아태지역 전자 재료 R&D 센터에 근무중인 엔지니어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전기 도금 솔루션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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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그룹 10년 재무제표
백만 유로

2010 2011 2012 1 2013 2 2014 2015 2016 2017 3 2018 2019

매출 및 수익

매출 63,873 73,497 72,129 73,973 74,326 70,449 57,550 61,223 60,220 4 59,316

영업이익(EBIT) 7,761 8,586 6,742 7,160 7,626 6,248 6,275 7,587 5,974 4 4,052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7,373 8,970 5,977 6,600 7,203 5,548 5,395 6,882 5,233 4 3,302

계속사업으로 인한 세후이익 – – – – – – – 5,592 4,116 4 2,546

중단사업으로 인한 세후이익 – – – – – – – 760 863 4 5,945

세후이익 5,074 6,603 5,067 5,113 5,492 4,301 4,255 6,352 4,979 8,491

당기순이익 4,557 6,188 4,819 4,792 5,155 3,987 4,056 6,078 4,707 8,421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11,131 11,993 10,009 10,432 11,043 10,649 10,526 10,765 8,970 4 8,036

특별 항목 제외 EBIT 8,138 8,447 6,647 7,077 7,357 6,739 6,309 7,645 6,281 4 4,536

자본 지출 및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5,304 3,646 5,263 7,726 7,285 6,013 7,258 4,364 10,735 4,097

유형자산 3,294 3,199 4,084 6,428 6,369 5,742 4,377 4,028 5,040 3,84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370 3,407 3,267 3,272 3,417 4,401 4,251 4,202 3,750 4 4,14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667 2,618 2,594 2,631 2,770 3,600 3,691 3,586 3,155 4 3,408

임직원 수

연말 기준 109,140 111,141 110,782 112,206 113,292 112,435 113,830 115,490 122,404 117,628

연평균 104,043 110,403 109,969 111,844 112,644 113,249 111,975 114,333 118,371 119,200

인건비 8,228 8,576 8,963 9,285 9,224 9,982 10,165 10,610 10,659 10,924

연구개발비 1,492 1,605 1,732 1,849 1,884 1,953 1,863 1,843 1,994 4 2,158

주요 정보

주당손익 유로 4.96 6.74 5.25 5.22 5.61 4.34 4.42 6.62 5.12 9.17

조정 주당손익 유로 5.73 6.26 5.64 5.31 5.44 5.00 4.83 6.44 5.87 4.00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6,460 7,105 6,602 8,100 6,958 9,446 7,717 8,785 7,939 7,474

EBITDA 마진 % 17.4 16.3 13.9 14.1 14.9 15.1 18.3 17.6 14.9 4 13.5

총자산 순이익률(ROA) % 14.7 16.1 11.0 11.5 11.7 8.7 8.2 9.5 7.1 4.5

세후 자기자본이익률(ROE) % 24.6 27.5 19.9 19.2 19.7 14.4 13.3 18.9 14.1 21.6

자본이익률(ROCE) % – – – – – – – 15.4 12.0 4 7.7

수익 처분

BASF SE의 당기순이익 4 3,737 3,506 2,880 2,826 5,853 2,158 2,808 3,130 2,982 3,899

배당금 2,021 2,296 2,388 2,480 2,572 2,664 2,755 2,847 2,939 3,030

주당 배당금 유로 2.2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12월 31일 기준 보유 주식 수 백만 918.5 918.5 918.5 918.5 918.5 918.5 918.5 918.5 918.5 918.5

1  바스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개정) 뿐 아니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10과 11을 적용했습니다. 2012년 수치는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2011년 이전 수치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  2013년 수치는 천연가스 거래 사업부문의 청산을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asf.com/report의 연결 재무제표를 참고하십시오. 

3  2017년 수치는 사업이 중단된 석유 및 가스 사업부문의 수치를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asf.com/report의 연결 재무제표를 참고하십시오. 

4  2018년 수치는 사업이 중단된 건설화학 사업부문의 수치를 반영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asf.com/report의 연결 재무제표를 참고하십시오. 

5  독일 GAAP에 연계 추산.

바스프 그룹 10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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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연락처

Corporate office
한국바스프(주)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15-16층, 04513

Tel: 02 3707 3100, Fax: 02 3707 3122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 타워 21층, 04511

Tel: 02 3707 7777, Fax: 02 6190 8190

R&D center
바스프 아시아 태평양 전자소재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제1연구센터 2층, 16419 

Tel: 031 250 5529, Fax: 031 250 5570

Technical development centers
한국바스프(주) 기술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2길 39, 18449

Tel: 031 8077 0000, Fax: 031 8077 0009

한국바스프(주) 안산코팅기술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4층, 15588

Tel: 031 8040 6901, Fax: 031 8040 6900

한국바스프(주) 안산 CAE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71, 15423

Tel: 031 599 7502, Fax: 031 599 7506

Production sites
한국바스프(주) 안산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71, 15423 

Tel: 031 599 7513, Fax: 031 599 7506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4길 57, 54008

Tel: 063 469 2400, Fax: 063 463 0929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84, 59610 

Tel: 061 680 7000, Fax: 061 691 7260

한국바스프(주) 울산 화성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7, 44781

Tel: 052 278 2000, Fax: 052 278 2001

한국바스프(주) 울산 유화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143, 44787

Tel: 052 279 7900, Fax: 052 279 7999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주) 울산 안료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196, 44781 

Tel: 052 229 0245, Fax: 052 269 8805

한국바스프(주) 예산공장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25, 32415 

Tel: 041 330 7900, Fax: 041 330 7999

Follow us

facebook.com/basf.korea

twitter.com/BASF

linkedin.com/company/basf

youtube.com/BASF

기업보고서 관련 문의

기업홍보
김나리

Tel: 82 2 3707 7507 

Email: nari.kim@basf.com

환경안전
정윤아

Tel: 82 2 3707 3204

Email: serena.jeong@basf.com

기타 정보



바스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화학 산업의 Responsible Care 

운동을 지지합니다.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www.basf.com/kr을 참고해 주십시오.

발행처
한국바스프(주) 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