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stry around us

재미있는 화학이야기

쾌적하고 편리한
캠핑카 타고 어디든지 간다
CAP Newsletter Vol. 60

Going anywhere in a comfortable camper car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캠핑카에 대한 관심도 늘
어나고 있다. 작은 차에 큰 부피의 캠핑 도구를 일일이 챙기기 보다는 집
과 비슷한 구조가 이미 탑재되어 있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캠핑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 가족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중이다.

바스프의 혁신, 캠퍼밴 ‘비전벤처(VisionVenture)’

지속 가능한 미래형 캠핑 라이프스타일

바스프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플라스틱 고무산업 박람회인 K2019에서

‘비전벤처’는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캠핑 경험을

독일 캠퍼밴 제조업체 하이머(HYMER)사와 손잡고 미래 캠핑 라이프스타

위해 에너지 절약과 단열, 전자 부품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최

일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캠퍼밴 ‘비전벤처(VisionVenture)’를

고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는 맞춤형 소재, 그리

공개했다. 바스프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

고 단품 또는 소량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100여 가지 이

하고자 감각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는 바스프 크리에이션 센터(BASF

상의 부품을 탑재해 미래 이동 수단의 획기적인 비전을 실현했다.

Creation Center)의 기술을 기반으로 초경량 디자인으로 제작된 ‘비전벤

무엇보다도 캠핑카의 주안점인 편안한 여정을 위해 최근 아디다스의 러닝

처’는 20가지 이상의 바스프 고성능 플라스틱 솔루션과 신규 페인트 기술

화에 적용해 온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인피너지(Infinergy )가 처음으로 검

을 접목해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정 색상으로 제작되어 계단 및 침대 프레임에 적용되었으며, 차량의 베개

세계 최초 자체 확장형 팝업 루프탑은 60초 내에 펼쳐지는데, 보다 넓은

와 매트리스는 코지 PUR(CosyPUR )의 메모리폼 효과를 활용해 집에 있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엘라스토란(Elastollan )으로 코팅되어 방수와 방풍

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오프로드 여행을 위해 진동을 차단

효과로 야외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적

하고 차체의 구조 지탱이 가능한 셀라스토 솔루션을 적용해 안전함, 역동

인 경량화 플라스틱 소재와 폴리우레탄 시스템은 매력적인 인테리어 디자

성과 동시에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인을 구현하고, 부드러운 촉감과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의 기능과 디

이렇듯 혁신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캠핑 가족들이 편

자인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리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비전벤처가 아름다운 팔도
강산을 누빌 날을 기다려본다.

* <환경사랑 안전사랑>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국바스프(주)가 제작하여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문의처 : 061-680-7058 Fax: 061-680-7057(여수공장), 02-3707-7560(서울사무소) E-mail : jeongjae.lee@bas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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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바스프

제조업, 그 이상의 혁신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이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는 공
장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공장은 목적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될 수 있다. 즉,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최적의 생산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생산현장들은 단위 공정별로만 자동화·최적화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 공정과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후 공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파악할
없는 구조이다. 이는 개별 공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은 전후 공정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한다. 각 공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춤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및 문제들의 상관관계를 얻어
낼 수 있다. 이는 돌발 장애, 품질불량 등의 원인을 쉽게 파악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
라 숙련자들이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데이터화함으로써 그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
다. 이를테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모니터링 되어 비숙련자 또한 원격지에서도 대응 가
이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장 고도화는 4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국내외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스마트 공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스
프 또한 ‘BASF 4.0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공장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에 빅데이터, 증
강현실(AR) 등의 ICT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미 본사가 있는 독일을 비롯해 상하이 공장을 보
유하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스마트 공정을 도입한 상황이다.
가장 규모가 큰 여수공장과 울산화성공장에서도 미래 공정 기술을 도입 중이다. 가장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작업은 ‘설비 예지 보전’ 기술이다. 컴프레서 같은 주요 장비의 운행 데이터를 미리 분
석하고, 독일 본사의 데이터센터와 즉각 정보를 교환하면서 급작스러운 가동 중단 사태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 엔지니어들이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통계로 공장 도면을 관리하고 설비 설계에 이
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장 내 모든 문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플랜트’도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설비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는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유지함은 물론 설비의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 공장은 품질 체계의 획기적 개선뿐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을 이끈다.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줄여 일과 삶의 균형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향유를 돕기 때문이
다. 이는 라이프스타일 설계 전문가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직무·기술교육과 관
련된 새로운 직업의 탄생을 예고한다. 스마트 공장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다양한 부가가치가 피
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의 혁신을 넘어, 그야말로 삶의 전방위적 혁신
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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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in BASF

환경안전 칼럼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가슴 아픈 말들이 있다.
이태백 : 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 : 38세가 되면 슬슬 퇴직 생각
사오정 : 45세가 정년
오륙도 :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 : 62세까지 일하면 오적
대오 : 취직이 안 된 학생들을 가리키는 대학 5학년이라는 의미이다.
인구론도 있다. 인문계의 90퍼센트가 논다는 뜻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인가? 긍정 과잉이 힘든 현실을 만들고
많은 젊은이들은 이 숨 막히는 현실 때문에 주눅이 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이루며 살 수 없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일, 삶이 있다.

시인 천상병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고 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자부심 있게 하는, 그 일!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 길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이다.

글. 유도희 여수YWCA 이사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 길을 간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의 저서 『피로 사회』는 이 시대의 문제점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저자는 현대인의 긍정 과잉으로 인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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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피로감을 말한다. 지난 시대는 ‘부정성의 시대’였으며 그때는 억압과 차별, 금지가 많았다.

무한한 창공 하늘에도 길이 있고, 드넓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 이렇듯 만물에게 모두 길이 있

그리고 지금은 ‘긍정의 시대’이다. 본래 ‘긍정’이란 좋은 희망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대는 단순

다.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무한한 길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내겐 나만의 일이

한 긍정의 시대가 아니라 ‘긍정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있다. 그 일을 찾아서 묵묵히,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은 나의 몫이다.

성과사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사회이다. 이 긍정사회에서는 성공

남의 일, 남이 가는 길을 보고 기죽지 말고, 흉내 낼 필요 없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피로사

하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규율이며, 성공을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긍정의 정신(“Yes,

회 속에서 ‘피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이다.

we can!”)이다.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 긍정의 사회이고 너 또한 무한 긍정의 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또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무한 질량의 존재가 아니다. 비전

재이니 이러저러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압박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시대가 기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부심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너, 나, 우리는 무능하고 우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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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의 환경안전

글로벌 바스프의 RC audit 제도

RC Audit
RC Audit은 사업장 각 단위 공정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식 감사로, 2명의 감사원이 방
문하여 4일에 걸쳐 안전환경 경영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관련 문서 및 현장의 관리상태 전반
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다.

여수공장은 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의 기본적인

RC Audit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단위공정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른 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KOSHA 18001, ISO 14001, ISO 50001 등 공신력 있는

재 및 폭발 위험성, 근로자 건강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과 발열반응 및 작업장 위치 등 공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및 환경 경영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다.

자체의 위험성, 마지막으로 단위공정 주변의 민가와의 거리, 주변 타 단위공정의 위험성 등을

이 중, Responsible Care (이하, RC)제도는 전 세계 바스프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위공정의 잠재적 위험도를 구분한다.

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 보건 및 환경 경영 시스템으로 아래 11가지 Code를 바탕으로 사업

위 단위공정의 잠재 위험도와 각 RC Code별 안전환경 체계 운영의 수준을 평가하여

장의 매뉴얼, 절차 및 지침 등을 비롯한 운영 체계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개

‘Green(매우적절)’, ‘Yellow(보통)’, ‘Red(부적절)’, 세 단계로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차기 RC Audit의 주기가 결정되는데, ‘Green’ 결과를 획득한 단위공정은 일정에 따라 4~6년
뒤, ‘Yellow’을 획득한 단위공정은 2~4년 뒤, ‘Red’를 획득한 단위공정은 이듬해에 재차 감사

Code 0. Organization(조직 운영 : 안전환경 경영방침,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등)

를 받게 된다.

Code 1. Product Stewardship(제품안전)
Code 2. Transport and Distribution Safety(운송안전)

Spot Check Audit(SCA)

Code 3. Occupational Safety(산업안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식 감사인 RC audit과 달리, SCA는 불시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검

Code 4. Occupational Health(산업보건)

으로 24시간 전에 대상이 되는 단위공정에 통보를 하고 감사를 실시한다. RC Audit과 같이 2

Code 5. Process Safety(공정안전)

명의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만, 감사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감사의 전체 항목이 아닌 일

Code 6. Environmental Protection(환경보호)

부 항목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확인하고 평가하게 된다.

Code 7. Emergency Response(비상대응)

감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단위공정의 차기 RC Audit 실시 일정이 결정되는데, ‘Later’를 획득

Code 8. Communication(의사소통)

하게 되면 차기 RC Audit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며 ‘Unchanged’의 경우는 기간유지, ‘ASAP’

Code 9. Security(보안)

를 획득하는 단위공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식 RC Audit을 실시할 것을 권고 받게 된다.

Code 10. Energy(에너지)
개선 권고사항의 사후관리
위와 같이 넓은 범위의 안전보건 및 환경 시스템의 관련 요구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충분히

RC Audit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은 1단계 ‘Minor Action(개선을 위한 제언)’, 2단계 ‘Required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글로벌 바스프에서는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RC관련

Action(개선권고사항)’, 3단계 ‘Significant Action(심각한 개선사항)’, 4단계 ‘Critical Action(치

감사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명적인 개선사항)’으로 구분된다. 높은 단계의 개선사항이 확인되면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만
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단위공정의 안전환경 관리수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
RC Audit 및 SCA를 통해 확인된 권고사항은 글로벌 RC Audit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이 입
력되어 조치기한 내에 시정 후 종결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수공장은 1999년 3월부터 RC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운영체계 및 운영 방
침, 목표, 안전보건환경 관련 중장기 및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RC Audit
및 SCA의 수검뿐만 아니라 RC 시스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장 운
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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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이야기

가벼운 요통에서 허리디스크에 이르기까지, 오래 시간 중력을 견뎌온 척추와 관절은 세월이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한다. 추운 날씨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흐를수록 조금씩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찬바람이 강해질 때 척추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진다.

내복이나 무릎 담요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쓰며, 온찜질이나 목욕을 통해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

관절 내 영양 공급이 위축되고 추운 날씨로 인해 인대와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이다. 잔뜩 움츠

한다. 목욕과 더불어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 없이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다.

러들기 쉬운 계절,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셋째,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과체중은 척추뿐 아니라 무릎, 발목 관절에 부담을 준다. 특히
체중이 1kg 늘어날 때 무릎에는 2~3배의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관절 관리와
직결된다.

겨울철,
척추 건강 적신호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멀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주 움직이고 운동으로 근력을
키워야 관절이 더 튼튼해진다. 다만, 운동의 강도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야 한다. 무리한 코스의 등산이나 스키, 스노보드 등 과격한 겨울철 스포츠는 관절 부상의 위
험이 크기 때문에 삼간다. 대신 걷기나 실내자전거,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없는 운동을 선
택하여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통해 관절과 관절 주변을 튼튼히 하면 관절에 오는 부
담을 덜어 부상의 위험은 물론 관절 통증도 줄어들게 된다.

척추가 추위에 취약한 이유
척추는 50여 개의 ‘후관절’과 23개의 ‘추간판’으로 이뤄진 관절 복합체로, 위로는 머리를 받
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돼 목과 등·허리·엉덩이·다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척추 속 빈 공간에는 온몸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척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고 있
는데, 척추는 이 신경다발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TIP. 척추 강화 스트레칭

관절과 관절이 서로 접하는 관절면은 연골과 윤활유로 구성되어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한다. 관절면은 미세한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며 말초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활동을

양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며 팔을 최대한 앞쪽

유지한다. 이때 기온이 저하된다면 관절면의 영양공급이 위축돼 미세 손상에도 관절면의 회

무릎 꿇고

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또 관절의 온도가 내려가면 윤활유 속 항체가 활성화되어 관절

엎드리기

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으로 뻗는다. 등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10초 동안 유지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추위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진 인대와 근육도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름에는 척추
관절에 손상을 입지 않을 활동이 겨울에는 쉽게 척추 관절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 연말연시
잦은 음주 또한 척추 건강을 위협한다. 기온이 낮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데, 술을 마셔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 아랫부분을 바닥에 붙여
팔 짚고
등 펴기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혈액순환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층은

주고 팔을 밀어 올리며 상체를 들어준다. 팔꿈치를 쭉 펴고
2~3초 유지한다.

특히 척추 건강에 크게 유의해야 한다. 허리 근육뿐 아니라 뼈와 관절이 많이 약한데다가 낙
상의 위험도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닥에 양쪽 무릎과 손바닥을 붙이고 숨을 들이마시며 허
팔 집고

척추를 지키는 세 가지 습관

허리 구부리기

리를 바닥 쪽으로 푹 내린다. 반대로 숨을 뱉으며 위쪽으로
허리를 끌어올려 아치 형태를 만든다.

세월의 무게와 추위로부터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한다. 의자에 앉을 때는 10도 정도 뒤로 허리를 펴고, 15도 정도의 높이
로 하늘을 보는 듯 목을 바로 들고 앉는 자세가 좋다. 머리를 조아리고 웅크려 앉거나 등이 구
부정하게 앉는 것은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가방이나 짐은 등에 지는 것이 좋다. 손에 들어야
한다면 물건을 좌우에 나누어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그러면 허리가 한쪽으로 휘어지지 않

이마를 바닥에 붙인 채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발목을 잡는
발목 잡고
활 모양 만들기

다. 허리를 피면서 활처럼 휘어지게 만들고 20~30초 유지
한다.

는다. 걸을 때는 양발이 평행하도록 놓고 뒤꿈치에서 발바닥으로, 발바닥에서 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를 뺀 것만큼을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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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상식

2011년 운전면허취득시험 간소화 이후, 소위 ‘물면허’를 통해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중

핀란드 - 흡사 카레이서 자격증 같은

상당수가 운전능력은 물론 도로교통법 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우스갯소리로 핀란드에 가면 할머니도 드리프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핀란드의 혹

운전면허취득시험 강화로 이어졌지만 운전자의 자격을 검증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독한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다. 핀란드의 면허취득 과정은 10시간의 실기수업과 4시간의 이

지적이다. 다른 나라들의 운전면허취득 절차를 통해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본다.

론수업, 그리고 8시간의 리스크트레이닝 수업으로 이뤄져 있다. 리스크트레이닝이란, 핀란드
의 변덕스러운 도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과정이다. 핀란드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
어 도로 곳곳에 순록이나 늑대가 튀어나올 확률이 높다. 때문에 주행 중, 언제 맞닥뜨릴지 모
르는 야생 동물에 대비한 훈련을 받는다. 이 밖에도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제어하

해외 운전면허취득 방법
운전자의 자격은?

는 방법 등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전기술을 배운다.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
면 B라이선스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그 후 시뮬레이터 시험을 포함해 실제 주행시험까지 치
러야 하는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만 1년이 넘는다. 1년이나 걸려서 겨우 손에 넣은 면허는
임시면허에 불과하다. 2년 동안 교통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는 취소되고 모든 과정
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중국 - 높은 난이도, 높은 커트라인
독일 - 아우토반의 나라답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시간을 교육받은 후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

학원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학원 등록을 위해

주행을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의무교육은 시간만 63시간인데다가, 필기시험도 도로교통법

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시력테스트 진단서와 8시간의 응급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응급처치 교

관련 100문제, 안전관련 100문제가 출제되고 각각 9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장

육 수료증이 필요하다. 학원 수업은 이론 21시간, 실기 18시간으로 구성된다. 이중 아우토반

내 기능시험도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 도로주행 역시 차종에 따라 80~90점 이상을 받

주행 4시간, 밤길 운전 3시간, 시골길 운전 5시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야 한다. 또 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불합격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30분 동안 3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 세 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이다. 실제 독일

10일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 각 단계를 막힘없이 통과한다고 해도 6주 이상은 걸리게 되는

의 필기시험 합격률은 30% 미만으로 매우 어렵기로 유명하다. 실기시험은 27% 미만의 합격

것이다. 게다가 북경이나 상하이처럼 인구수가 많은 곳의 응시료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률로 더욱 어렵다. 시험관이 보는 앞에서 차량의 보닛을 열고 주요 부품들이 어디에 배치되

그마저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험을 보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면허취득

어 있는지 설명하며,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는 어떻게 확인하고 교환하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도 하는데,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취득이 쉬운 한국 면허증

주행 코스 중에는 시속 100km로 45분 동안 아우토반을 달리는 테스트도 있다. 독일에서는

을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단다.

아우토반에서의 주행이 운전자의 필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일본 -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닌
교습소라고 불리는 경찰서 지정 면허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6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학과시
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필기와 장내 실기를 본다. 60시간을 단시간에 채우려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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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세계에서 통하는 ‘영문 운전면허증’

습소에서 합숙하는 경우도 있다. 합격을 하면 가면허가 나오고 일정 시간의 도로주행 수업을

해외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지난 9월 16일부터 발급되고 있다. 국제

받아야만 경찰서 운전면허 센터에서 치르는 정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커트라인은 100점

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

만점에 90점, 만약 탈락하거나 혹은 가면허 취득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식 면허를 발급

장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받지 못한다면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긴 시간이 소

*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

요되는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교습소 등록금은 300만 원 가량이며, 6개월 이내에 가면

주,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

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15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게다가 합격을 했다고 해도 끝이 난

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

게 아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초보자 마크를 자동차에 붙이고 1년 동안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같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아야 최종 면허증이 발급된다.

카메룬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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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Community Advisory Panel) News

바스프 여수공장의 CAP 활동소식

67차 환경안전협의회 회의
67th Community Advisory Panel (CAP) Meeting held

Welcome to BASF

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

2019 연차보수(TAR) 작업 및
대정비 사업장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2019 TAR work and safety culture campaigns at TAR workplaces

지난 10월 29일 67차 안전협의회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On October 29, the 67th CAP meeting was held. Prior to the meeting, Site director

이운신 공장장은 여수산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의

Lee Unsin asked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 meeting had to be postponed due to

이유로 부득이 회의를 연기하게 된 점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와

unavoidable reasons such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nvironmental issue of

관련해 이운신 공장장은 “여수공장은 이번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He said, “The BASF Yeosu Site has nothing to do with this

으며 여수시의회 방문을 통해 여수공장의 운영사례가 타 공장의

situation, and the Yeosu City Council told us that the Yeosu Site operated the plant so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하다며 자료를 요청받았고 벤치마킹을 위해

exemplarily that it can be presented as an example of a ‘best practice’ and asked me to

많은 곳에서 방문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앞으로도 항상

provide related data.” He added that many groups also visited the plant for benchmarking.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더 안전하고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공장이 되

Mr. Lee Unsin then opened the 3rd quarter meeting after saying that he will always

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3분기 회의를 시작했다. 3분

feel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for it, and work hard to make the plant safer and make

기 여수공장의 안전환경보건 관련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2019 연

more social contributions. Key activities related to the safety, environment and health of

차보수 작업실시, 각 BU별 PSM review meeting 실시, 화재 비상

the Yeosu Site conducted during the 3rd quarter were explained, including the regularly

대피 훈련 실시, 사업장 악취 측정 및 인허가 준비, 안전점검의 날

scheduled maintenance, PSM review meetings of each BU, fire and emergency drills,

시범행사 및 교육, 행정안전부 5급 승진 리더과정 참가 공무원 방

monitoring of odors in workplaces and preparations for licensing, Safety Day demonstration

문 및 2019 한독국제음악교류행사 참가자(독일청소년) 방문, 여수

events and education, mention of the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Ministry of Public

산단 체험프로그램 등의 활동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evel-5 Promotion Leadership Course’ who visited the Yeosu

회의에 참석한 CAP 위원들은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항상 안전에

Site, and mention of the participants of the Korea-Germany International Music Exchange

대해 노력하는 한국바스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서 이번 연차보수

Event 2019 (including German youths) who visited the Yeosu Site, and the Yeosu Industrial

작업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Complex experience program.

한 이번 여수산단의 환경분석 관련 문제가 빠른 해결을 하였으면

All the CAP members who attended the meeting said that every time they attend such a

여수공장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정기 연차보수 작업에 돌입했다. 작업기간 중 안전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수

meeting they see BASF Korea always making efforts to ensure safety and that they hope

한 작업현장을 유지하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장장 명의의 안전 서한문 발송,

산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개선된 방향으

that the annual maintenance work will go well without any accident. They added that they

협력업체와의 안전 간담회 실시, 수시 현장 안전점검 강화, 현장 안전관리 우수직원에

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나눴다.

hop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analysis of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위원들은 여수공장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많은 단체가 방문

will be resolved quickly, and as academics in Yeosu have been periodically conducting

아울러 지난 11월 4일에는 여수시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공동으로

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여러 단체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

pollution analysis, it will be advisable that they will be more forthcoming in resolving the

주고 있는 바, 앞으로도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issue. They also agreed that as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을 전했다.

development of Yeosu, everyone will join hands to move forward in a more positive way.

여수공장은 항상 안전 환경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업장이 되

Several CAP members mentioned that the Yeosu Site is visited by many organizations for

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들의

benchmarking, that many organizations have a high opinion of it, and hoped that the Site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이운신 공장장의 인사말을

will put its best foot forward.

끝으로 67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Mr. Lee Unsin stressed that the Yeosu Site would always do its best in terms of safety

2019 대정비 사업장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한국바스프 및 협
력업체 임직원에게 빵, 두유 및 물티슈 등을 전달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and the environment, and will continue to provide a lot of help to the local community. He
concluded the 67th meeting by thanking the members for their continued interest and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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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n

{ 2019 + NEWS }

바스프 여수공장의 새 소식

응급처치요원 재교육 실시

사업장 악취측정검사 수행

민방위 화재 비상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5급 승진리더과정 참가공무원 방문

Refresh training of first-aid workers

Workplace odor monitoring

Civil defense fire and emergency drill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evel-5 Promotion Leadership Course’ visit the Yeosu Site

지난해 8월 여수공장은 여수산단 악
취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악취인허가
승인을 위해 22종 악취물질에 대한 악
취측정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
로 관련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
다. 여수공장은 악취 배출 /방지시설
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난 9월 25일 제41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화재 대피훈련이

및 운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전 직원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방문객 등 모든 인원이 참여한 이번 훈련

창립 21주년 기념행사

을 통해 사업장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인별 조치 및 대피요령

21st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BASF Company Ltd

등을 재확인하였다.

여수공장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기존에 선임되어 활동 중인 사업

보호구 밀착도검사 및 소음성 난청 관련 외부업체 초청
교육 실시

지난 10월 10일 5급 승진임용 예정공무원 27명은 외국인투자유치

장 내 응급처치 요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수공장

Outside company to provide education on protective gear fit for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여수공장을 방문하였다.

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응급처치 요원 재교육을 통해 사업장

testing and noise induced deafness

이운신 공장장은 한국바스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여수공장 투

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

지난 9월 30일, 세계

고 있다.

적인 개인안전보호구
제조업체인 3M의 강

2019 한독 국제음악교류행사 참가자 방문

사를 초청하여 보호

Participants in 2019 Korea-Germany International Music Exchange

지난 9월 2일 여수공장은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운신

구 밀착도검사 및 소

Event visit Yeosu Site

공장장은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

음성난청에 관한 교

3분기, 4분기 집체안전교육 실시
Collective safety training for Q3 and Q4

자유치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였으며, 김영률 대표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54년의 BASF 성
장역사를 보면 항상 변화를 통한 진화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및 검사방법과 난청의 위험성 등
근로자 개인의 건강보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여수산단 주변 환경정화활동 수행
Cleaning the surroundings of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각 BU 별 PSM review 실시
PSM review of each BU
여수공장은 지난 10
월, 각 사업부 별
PSM review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회의
는 각 사업부의 지역
본부 운영부문장(사
장) 이상이 참석하여

지난 10월 10일, 2019 한독 국제음악 교류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

여수공장은 지난 8월과 10월, 사업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3, 4분

지난 9월 5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산단환경 유지

매년 사업장 공정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한한 독일 자유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학교 학생 및 교사 50명은 여

기 집체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10월로 예정된 정기 연차보수

를 위해 여수산단 주요 도로 주변에 대해 여수시 및 환경단체 주관

PSM review 회의에서도 각 부문장은 법규 및 BASF 글로벌 규정 준

수공장을 방문하였다. 이운신 공장장은 관광도시 여수를 국제적으로

를 앞두고 작업 전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정비작

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본 행사에는 산단 19개 기업체에서

수 여부를 확인하고 여수공장 임직원의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방문을 환영하며 독일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했다.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바스프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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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round us

재미있는 화학이야기

쾌적하고 편리한
캠핑카 타고 어디든지 간다
CAP Newsletter Vol. 60

Going anywhere in a comfortable camper car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캠핑카에 대한 관심도 늘
어나고 있다. 작은 차에 큰 부피의 캠핑 도구를 일일이 챙기기 보다는 집
과 비슷한 구조가 이미 탑재되어 있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캠핑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 가족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중이다.

바스프의 혁신, 캠퍼밴 ‘비전벤처(VisionVenture)’

지속 가능한 미래형 캠핑 라이프스타일

바스프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플라스틱 고무산업 박람회인 K2019에서

‘비전벤처’는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캠핑 경험을

독일 캠퍼밴 제조업체 하이머(HYMER)사와 손잡고 미래 캠핑 라이프스타

위해 에너지 절약과 단열, 전자 부품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최

일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캠퍼밴 ‘비전벤처(VisionVenture)’를

고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는 맞춤형 소재, 그리

공개했다. 바스프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

고 단품 또는 소량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100여 가지 이

하고자 감각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는 바스프 크리에이션 센터(BASF

상의 부품을 탑재해 미래 이동 수단의 획기적인 비전을 실현했다.

Creation Center)의 기술을 기반으로 초경량 디자인으로 제작된 ‘비전벤

무엇보다도 캠핑카의 주안점인 편안한 여정을 위해 최근 아디다스의 러닝

처’는 20가지 이상의 바스프 고성능 플라스틱 솔루션과 신규 페인트 기술

화에 적용해 온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인피너지(Infinergy )가 처음으로 검

을 접목해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정 색상으로 제작되어 계단 및 침대 프레임에 적용되었으며, 차량의 베개

세계 최초 자체 확장형 팝업 루프탑은 60초 내에 펼쳐지는데, 보다 넓은

와 매트리스는 코지 PUR(CosyPUR )의 메모리폼 효과를 활용해 집에 있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엘라스토란(Elastollan )으로 코팅되어 방수와 방풍

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오프로드 여행을 위해 진동을 차단

효과로 야외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적

하고 차체의 구조 지탱이 가능한 셀라스토 솔루션을 적용해 안전함, 역동

인 경량화 플라스틱 소재와 폴리우레탄 시스템은 매력적인 인테리어 디자

성과 동시에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인을 구현하고, 부드러운 촉감과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의 기능과 디

이렇듯 혁신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캠핑 가족들이 편

자인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리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비전벤처가 아름다운 팔도
강산을 누빌 날을 기다려본다.

* <환경사랑 안전사랑>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국바스프(주)가 제작하여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문의처 : 061-680-7058 Fax: 061-680-7057(여수공장), 02-3707-7560(서울사무소) E-mail : jeongjae.lee@basf.com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환경안전 인증획득 현황
1994년 : ISO 9001 인증획득
1996년 : 녹
 색기업 5회 연속 지정(환경부)
(기간 : 1996년~2015년)

1998년 : ISO 14001 인증획득
2000년 : KOSHA 18001 프로그램 인정
2001년 : KGS/OHSAS 18001 인증 취득

2001년 : 고압가스관리 국무총리상 수상
2006년 :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우수사례 대상
2007년 : 대
 한민국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02 생활 속의 바스프

08 생활 건강 이야기

13 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

04 환경안전 칼럼

10 환경안전 상식

14 바스프 여수공장의 새 소식

06 바스프의 환경안전

12 바스프 여수공장의 CAP 활동 소식

16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2010년 : 녹색경영상 대통령상 수상
2013년 : ISO 50001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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