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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바스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공지

능과 초연결 사회를 작동시키는 필수 동력원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계성

이 명확한 화석 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에너지 4.0’이다. 에너지 4.0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

한 디지털화된 에너지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4.0 시대에는 에너지인터넷(IoE)을 통해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소비와 저장 매체로 그리드에 연결되는 전기자동차, 

다양한 분산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그리고 배전망 관리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핵심 요소들

이 능동적으로 통합 연계될 수 있다. 즉, 전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

하면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4.0은 관련 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에

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자, 즉 모든 국민이 에너지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배터리 기술

이 발전하고 있지만 전력은 여전히 저장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전력 공급 단위를 지역별

로 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에너지 4.0의 커다란 장점이다.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지로 전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현

재는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

한 활용도도 한결 높일 수 있다. 에너지 4.0이 ‘전력 전반에 대한 혁신’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전 세계에서 에너지 4.0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

외는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전력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써 에너지 4.0에 발맞춘 ‘KEPCO 4.0 

프로젝트’의 포문을 열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전라남도, 광주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4.0 시대에 맞춰 바스프도 2030년까지 탄소중립성장에 대한 탄소관리 프로그램을 발

표하며 석탄 연료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저공해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기후친화적 

혁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화학 산업에서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원료를 사용

해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왔다. 바스프의 스팀크래커 역시 나프타를 올레핀 및 향료

로 증기 분해하는데 850℃에 달하는 고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에 바스프는 석탄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대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90% 감축될 수 있음에 

착안해 세계 최초로 스팀크래커를 위한 전기 가열  콘셉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4.0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 혁신임에 분명

하다. 에너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합리적 에너지 사용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

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변화의 바람
에너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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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의 환경안전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비상대응 체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

고 점검하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사고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지 않

도록 하여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수공장

은 비상대응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바스프 자체 

가이드라인의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비상대응 장치 및 설비의 유지 관리

여수공장은 사업장 공정지역, 건축물/구축물 및 외곽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각종 가스감지

기,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및 휴대용 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의 이상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비상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유출된 화학물질 포집설비 및 공

정 비상운전을 위한 설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에 의한 현장 비상대응을 위한 수동 소화설비, 방제장비 및 개인안전보호구 등을 

현장 주요지점 및 조정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비상 세안, 샤워설비

가 공정지역 전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응급처치 도구를 각 조정실에 비치하여 주기적으

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단위의 비상대응을 위하여 비상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방송 설비, 인원 

집계를 위한 ID Card 설비, 양압(陽壓)시설 및 강화된 구조를 가진 비상사태 대피소, 별도의 

호흡용 공기 공급 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지원을 위한 소방차량 2대 운

영 및 소방기사 24시간 근무, 환자이송 지원을 위한 비상 지원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다.

2  비상 시 조직의 편성 및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여수공장은 공정지역은 인원대비 10% 이상, 사무직원은 5% 이상의 응급처치요원을 선임하

여 필요 시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화기동대를 편성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장장을 공장 비상대응 팀장으로 하여 조치팀, 지원팀 및 연

락/경계반, 반출/지원반, 복구반 등의 비상대응 조직의 편성 및 책임자 지정을 통하여 유기적

인 비상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사업장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 비상대응 담당자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외부로의 의사소통 소요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된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및 인근 업체 연락망의 확보 및 유지관리, 인근 지역 주민 안내를 

위한 연락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3   주기적 점검 및 훈련을 통한 비상 대응 역량의 유지 관리

여수공장은 실제상황 발생 시에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하여 화재/폭발, 누출, 재해자 구조, 자

연재해 등 다양한 비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연간 및 중장기 훈련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임된 응급처치요원 및 소화기동대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비상대응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비상대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 전체 비상대피 훈련, 인근사 합동 훈련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하여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여수 국가 산업

단지 및 여수시 지역의 종합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관리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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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이야기Tips for health      

단백질, 콜라겐 섭취가 중요 

근육 소실을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한다. 근육의 20%를 차지하는 단백질 섭취가 

식사를 통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제대로 합성되지 않아 근육이 

감소한다. 근력을 키워주는 동물성 단백질 음식에는 닭가슴살이 있다.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

살은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쇠고기보다도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

이 들어있어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을 비롯해 지방, 비타민 A와 B, 칼슘, 인 등이 

풍부한 영양 식품이다. 특히 등심에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이 풍부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달걀흰자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며, 근육 생성

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과 같은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홍합은 조개류 중

에 지질이 많은 편이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

우린 성분이 근육의 생성과 회복에 탁월하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콜라겐도 중요하다. 콜라겐은 피부 속에서 세포와 세포가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로 몸을 구성하는 피부·뼈·관절·머리카락 등 체내 전체 단백질의 1/3을 차지한다. 

콜라겐은 25세 이후로 매년 1%씩 감소한다. 폐경 여성은 폐경 후 5년 안에 콜라겐 30%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 속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탄

력·강도가 줄어 근력이 약해진다. 2015년 영국 영양학저널에서는 ‘콜라겐 섭취와 근감소증’

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저분자 콜라겐이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남

성들의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연구팀은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남성 53

명을 대상으로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근력 향상을 비교

했는데,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콜라겐 단백질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이 8.74㎚

(근력의 강도) 향상됐다. 뼈 질량에서도 유의한 증가 효과를 보였다. 콜라겐 섭취 12주 이후

의 근력은 16.12㎚으로 안 먹는 군(7.38㎚)보다 높았다. 

건강한 삶을 위한 근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근육이 많을수록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각종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나이가 들수록 노

화가 시작되면서 단순히 근육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까지 나빠진다. 근육세포의 숫

자뿐 아니라, 각 근육세포가 내는 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근

육인 속근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장기간 힘을 지속하는 ‘지근’과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속

근’이다. 나이 들수록 속근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근육이 힘을 낼 때 연

료로 쓰이는 ‘ATP’를 생성하는 것인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기능이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근력’보다는 ‘근파워’가 더 빨리 저하된다. 근파워란, 가능한 한 빨리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를 의미한다. 시간에 상관없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를 의미하는 근력과는 다르다. 근파워

는 근력보다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걷기를 예로 들면, 걸을 때 사용되는 신체 

근육들이 재빨리 작동해야 문제없이 걸을 수 있는데, 근파워가 저하되면 근육의 반응 속도와 

순간적으로 내는 힘이 떨어지고, 결국 보행장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반신의 필수 근육을 지키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인데 특히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내는 ‘편심(신장) 수축’ 기능이 중요하다. 몸

을 움직이면 편심 수축과 함께, 근육의 길이가 줄어드는 ‘동심(단축) 수축’이 동시에 작동한

다. 가령 앉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지만 반대편인 전경골근은 천천히 늘어나면서 지탱

해줘 엉덩방아 찧기를 방지한다. 편심 수축 운동은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집에

서도 간단한 동작만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몇 초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등척 운동을 병

행하면 버티는 힘이 커진다. 특히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엉덩방아를 

찧더라도 근육이 쿠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의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엉덩이 근육 

운동과 함께 뒤꿈치 들기, 무릎 구부리기 운동을 병행하면 하체 균형 강화에 도움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어 엉덩이와 허벅지가 눈에 띄게 왜소해진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신체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의 필수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다.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과 근육 강화에 좋은 식품을 소개한다. 

신체 균형 유지하는 
근육 기능 키우기

TIP.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

등척 편심 운동

  ➊  똑바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려 

3~5초 유지한 후 3~5초 동안 천천

히 내리기를 반복한다. 

➋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올려 3~5

초간 유지한 후 3~5초 동안 천천히 

내리기를 반복한다. 힘들면 뒤꿈치를 

벽에 대고 

올려도 좋다.

뒤꿈치 들기

➊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기를 8~15회 반복한다.

➋  양손으로 의자 잡고 하기, 한 

손만 잡기, 손끝만 대기, 손

대지 않기, 눈 감고 실행

하기 등 단계를 높인다.

무릎 구부리기

➊  똑바로 서서 한쪽 무릎을 구부렸다 펴

기를 8~15회 반복한다.

➋  뒤꿈치 들기처럼 단

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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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상식

사용할 때는 편리한 일회용품. 그러나 지구 환경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에코 라이프를 실천해 보자.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먼저 베이킹 소다를 섞은 미지근한 물을 넣어 1시간 동안 놔둔 후 물로 헹구면 내부의 물때

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텀블러의 뚜껑이나 고무 패킹에서 냄새가 난다면 식초물 또

는 쌀뜨물에 담가 놓거나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에 끓인 뒤 칫솔로 닦아 주면 된다. 텀블러를 

사용한 뒤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빠르게 세균이 증식하게 된다. 세균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씻은 뒤 햇빛에 바짝 말려준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어디까지 금지인 걸까?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슈퍼마켓이나 대규모 점포에 입점

한 모든 업체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 이번 조치에 따라 1년에 약 22억 3천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재활용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 11,000여 곳 백화점,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중에서도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B5 규격(182㎜×257㎜) 

또는 0.5ℓ 이하의 봉투, 망사나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이불이나 장판 등의 대형물

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봉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속비닐의 허용 기준

대형마트 등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속비닐 사용 기준이다. 속비닐이

란 마트에 있는 채소 코너나 과일 코너, 아이스크림 코너 옆에 롤 형태로 뜯어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말한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소

비자에게 일회용 속비닐을 제공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속비닐 제공이 가능한 예도 있다. 먼

저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생선, 정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

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가

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단순 온도 차이로 인해 수분이 생기면 속비닐

에 담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미 포장된 과자, 캔디, 일반 가공식품을 골라 담기 위해 속비

닐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며,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

시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도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숍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 역

시 동일한 규제를 받아 일회용 봉투의 사용이 금지되지만,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Tips for EHS      

최근 유튜브의 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채 신음하는 거

북이가 등장하고,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빨대를 제거하는 동안 거북이가 피를 흘리며 괴로워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동물에게 얼

마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결국 최종 피해자는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 영상을 통해 사람들은 빨대 및 플라스틱 사

용의 다양한 문제점을 알게 됐다. 같은 플라스틱 재질임에도 빨대가 재활용으로 분류되지 않

는다는 것과 플라스틱 용기의 모양이 다르고, 라벨 부착으로 인해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것.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에도 이어졌다. 2018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로 선정되었고, 환경부에서

도 이에 발맞춰 2018 환경의 날 주제를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선정하여 머그잔 사용과 플

라스틱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 한명은 1년에 132kg의 플

라스틱을 사용하고, 1일 소비량은 5,445t을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원의 효율

적 이용을 유도하고 일회용품을 비롯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중앙부

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실천지침은 크게 5가지로 ①사무실에서 일회용 종이컵 대

신 머그잔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②사무용품을 살 때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를 인증받은 제

품 등 재활용제품 우선 구입하기 ③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사용하기 

④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및 빈 상자 사용하기다.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관리법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컵에 대해서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 또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게 됐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패

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포장용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 이를 어기

고 제공할 경우에는 매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텀블러 사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관리법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텀블러를 깨끗하게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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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Welcome to BASF      

2019 Global Safety Days 진행

여수공장은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글로벌 바스프

의 안전강조 행사 주간인 ‘Global Safety Days’ 기간을 

맞아 ‘Safe Choices become Safe Habits’라는 주제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장 출근 시간에 맞춰 정문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한 빵과 두유를 나눠주며 

아침 안전 인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경영진 현장 점검, 

안전장비 제작업체 Road-Show, UCC Contest, 3분 안

전 스피치 대회, 안전 보건 퀴즈대회까지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66차 환경안전협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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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여수공장의 CAP 활동소식CAP(Community Advisory Panel) News      

지난 1월 30일 66차 환경안전협의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운신 공장장의 진행으로 시작됐

다. 이운신 공장장은 여러 사유로 인해 뒤늦게 회의를 개최하

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여수공장의 안전에 만반의 준

비를 다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중국 등의 다른 바스프 그룹사들이 

여수공장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수공장의 공장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 발표

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여수공장의 안전환경보건 관련 주

요 활동 사항으로는 이운신 공장장 취임, 안전기원제 실시, Kid’

s Lab 실시, RC Occupational Audit 실시 및 Green Result, 연

차보수 작업, 폐기물 협력업체 사후평가 실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쌍봉동민 감사패 수상 등의 활동 소식을 설명하는 시

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CAP 위원들은 안전교육 강의를 하는 것으로 신

임 공장장 취임식을 대신하고 안전기원제를 지내는 등 이운신 

공장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해도 무사고 운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배출업체들이 폐

기물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스프에

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법적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하는 활동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관광도시인 여수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함

께 여수산단도 여수지역사회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지역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스프가 안전 환경에 모범

적인 사업장이 되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석한 CAP 위원들은 바스프에 지속적인 관

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라는 공장

장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66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The 66th CAP meeting was held on January 30 with newly appointed (November, 2018) Site 

Manager Un-Sin Lee chairing the event. Mr. Lee apologized for holding the meeting belatedly 

due to various reasons and expressed his will to dedicate efforts to not only ensure safety 

at the Yeosu Site but also promo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He then introduced the key 

activities accomplished in the 4th quarter of last year & 1st quarter of this year. Mr. Lee said, 

“BASF branch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are benchmarking the Yeosu Site’s success 

cases. Because of this, I feel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as I take the position of manager 

of the Yeosu Site.” Several key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related activities conducted in 

the first quarter were then reported in detail,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Site Manager Un-

Sin Lee, the safety prayer event, the Kid’s Lab event, results of the RC occupational and “green” 

audits, results of the annual maintenance and repair operations, follow-up assessment of the 

waste treatment service provider,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of the Kimchi making project 

(for disbursement to locals), and the winning of an appreciation plaque from the residents of 

Ssangbong-dong. 

The CAP members who attended the meeting applauded the unparalleled example of Mr. 

Lee who called for holding a safety training session in lieu of his inauguration ceremony 

and for organizing the safety prayer event. They also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achieve 

zero-accident operation of the Yeosu Site again this year. In addition, concerning the recent 

issue with the waste treatment service provider, they agreed on the necessity of businesses 

discharging waste to show a high level of concern with regards to waste treatment, and also 

agreed that BASF’s practice of having representatives visit the service provider annually to 

inspect the waste treatment site in person to ensure legitimacy of the operation be actively 

encouraged. Together with the opinion to revitalize tourism in Yeosu to befit its status as a 

“city of tourism,” the members formed a consensus to have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serve as a main axis in the Yeosu community, and agreed on the necessity of BASF Korea to 

set an example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reputation 

of the region and thus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The 66th meeting finished with all 

the members promising to always show unsparing interest in and provide support for BASF 

Korea’s activities and with Site Manager Lee extending his wish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members.

66th Community Advisory Panel (CAP) Meeting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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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율 환경조사 수행

Autonomous Environmental Survey for Groundwater Conducted

지난해 12월 31일 여수공장은 사업장 내 18개 포인트에 대한 지하

수 샘플을 채취하여 자율적인 지하수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환경조사를 통해 특별한 오염지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측정공 시

설물에 대한 보완 및 적절한 위치 이설 등을 통해 효과적인 수질 점

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2019년 시무식 실시

Kick-off Meeting for 2019 Held

여수공장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진행하고 2019년 희망찬 시작을 

다짐했다. 교육관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이운신 공장장을 비롯한 임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시무식에 앞서 2018년 주요 행사 동영상 시

청, 안전, 환경 및 각종 부문에서 공로를 세운 직원들에 대한 표창과 

시상을 하였다.  

한국바스프 박경호 부장 여수상공대상 수상

Senior Manager Gyeong-ho Park of BASF Korea won Yeosu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ward

지난 1월 3일 여수상공회의소 주최로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년 신년인사회에서 박경호 부장이 지역상공업의 육성발전과 기업하

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로복지부문

에서 ‘2019 여수상공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여수지역 상공

인과 유관기관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 자녀 초청행사 

Event to Invite Children of Employees Enter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n 2019 Held 

지난 2월 26일 여수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 중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공장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초청받

은 자녀들(초등학생 16명, 중학생 38명)은 교육관에서 안전교육 및 공

장 소개를 듣고 난 뒤 버스를 타고 부모님이 근무하는 직장의 모습을 

견학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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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Regular Inspection on Harmful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Conducted

 

여수공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사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을 비롯하여 저장탱크, 보관시설, 배관 이송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했다. 금번 정기검사를 통해 시설안

전성 검증과 누출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

해 안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수산단연합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실시

Yeosu Industrial Complex Kimchi Making Voluntary Service 

Performed

지난해 11월 30일,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소외계

층을 돕고 여수산단 회원사간 봉사 활동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여수

산단 연합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여수공장에서

는 사택 부녀회원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희망

을 나누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독일 바스프 본사 산업 보건 audit 수검

Received Occupational Health Audit from BASF Head Office in 
Germany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여수공장은 독일의 바스프 본사로부

터 산업 보건 audit을 수검하였다. 여수공장은 다양한 위험물질을 취

급하여 보건 잠재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보건 관리 

체계를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GREEN 등급을 획득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실시

Kimchi of Love Event Held

여수공장은 지난해 12월 10~11일 양일간 쌍봉동 주민센터에서 한

국바스프 임직원, 쌍봉동 새마을부녀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담근 1,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지역 내 경로당,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다문화가

정, 소년소녀가정 등 250세대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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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a 사장과의 대화 실시 

Employee dialogue with Ms. Claudia Huang,  A-CMA

여수공장은 지난 5월 29일, 아시아태평양지역 CM 사업부 총괄 사

장인 Ms. Claudia Huang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Claudia 사장의 

글로벌 및 지역 사업본부 전반의 현황 및 주요 현안과제, 계획에 관

한 설명에 이어 여수사업장 임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사업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분기 집체안전교육

Second-quarter Safety Training

지난 5월, 사업장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분기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규, 사업장 비상사태별 행동 요령, 산업재

해 보상보험 제도, 변경관리 등의 사업장 자체 교육 주제와 더불어 

여수시 보건소를 초청하여 직장인 정신건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

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글로벌 바스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 주관 안전점검의날 시범 행사 실시

A Pilot Event for Safety Inspection Day Organized by Yeosu City

지난 6월 4일, 여수공장에서는 여수시청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 

시범 행사를 가졌다. 전라남도, 여수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점검 후 현장 확인 

사항의 공유 및 강평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여수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주관 특별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수준을 재확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시의회 산단 특위 방문

Industrial complex special committee of Yeosu city council visited 

BASF Yeosu site

지난 7월 4일, 여수시의회 산단특별위원회가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한국바스프의 여수사업장 현황 소개 및 안전환경 관련 실적 소개에 

이어 산단 특위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 등으로 

이어진 금번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심화하고 사업

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여수산업단지 안전, 환경 관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공장 외곽 정화활동 실시 

Cleaning Activities Performed Around Yeosu Site 

여수공장은 지난 3월 13일 Clean Day 활동의 일환으로 주차장 및 

공장 외곽 펜스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운

신 공장장을 비롯한 직원 약 30여 명은 2개조로 나눠 공장 정문에

서 화치변전소 앞 도로, 구정문에서 중방천 다리까지 약 1km 구간

을 청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이웃 나눔 성금 전달 

Donation for Neighbors in 2019 Delivered 

여수공장은 이웃 나눔 성금 모금을 전개하여 8,930,000원의 직원 성

금과 노동조합 기부금 1,000,000원, 총 9,930,000원의 성금을 모금

하였다. 이운신 공장장과 백윤석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4곳(여수 

YWCA 산하 요보호아동그룹홈 늘푸른집,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후원증서를 전

달했다.

RC audit 점검 수검 

Received RC audit 

여수공장은 지난 3월과 5월, DNT, TDI, CCD 공장을 대상으로 바스

프 그룹 본사의 정기 안전 점검인 RC(Responsible Care) audit을 수

검하였다.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과 안전, 보건, 환경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수일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장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상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

출된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사업장 안전 환경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

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정기 일반/특수 건강검진 실시

Health Checkups for Workers

여수공장은 지난 4월, 사업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일반, 특

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요구사항 이외에도 임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적절한 생활습관

을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근로자 CMR 물질 교육 실시

Trained Female Workers about CMR Substances 

여수공장은 지난 4월 17일, 산업보건의 문재동 교수가 공장을 방문

하여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장 내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CMR 

물질에 대한 건강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당 사업장은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특정 위험성에 대하여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를 위하여 연 1회 산업보건의를 초청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보

호대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MR 물질이란 :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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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화학이야기Chemistry around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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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ISO 9001 인증획득 

1996년 :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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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우수사례 대상

2007년 :  대한민국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0년 : 녹색경영상 대통령상 수상

2013년 : ISO 50001 인증 취득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환경안전 인증획득 현황

안전하고 편안한 휠체어에 필요한 것은?
What do you need for a safe and comfortable wheelchair?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렌체어

렌체어는 바스프의 고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컨셉의 휠체어로, 실

제 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디자인과 스타일을 높이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free)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렌체어의 혁신적인 소재와 첨단 디자인은 휠

체어 사용자 및 보호자가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고 외출에 용이하도록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렌체어 개발에 사용된 바스프의 혁신적인 고기능성 경량화 소재는 고강

도,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휠체어 사용자 

및 보호자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기동성을 높이고 부상 위험

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바스프의 연질 폴리우레탄 시스템 폼인 엘라스토플렉스 

W(Elastoflex  W)를 활용한 이중 밀도의 강도를 지닌 좌석은 뛰어난 탄성 

및 압축성으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며, 가벼운 무게는 이

동을 편리하게 하고 보호자의 상해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인 엘라스톨란(Ellastolan )으로 가공된 

인조가죽 좌석 시트커버는 촉감이 우수하고 쉽게 세척할 수 있으며 엘라

스톨란 필라멘트(Filament)로 만들어진 시트백(Seat Back)은 강도와 내구

성이 우수해 지속적이고 편안한 자세 유지가 가능하다. 

더불어 렌체어의 센서 및 커넥터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을 통해 휠체어의 

움직임 감지를 통해 방향 지시등을 제어해 사용자의 안전을 향상시켜 주

는데 이는 바스프의 폴리아미드 소재인 울트라미드(Ultramid )와 폴리부

틸렌 테레프탈레이드(PBT)인 울트라듀어(Ultradur )로 개발된 파손 및 균

열 등의 우려가 낮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고기능성 소재는 공

정이 간단해 기능 저하 없이 컬러 첨가 및 감각적인 디자인 연출이 가능

하며, 나아가 바스프의 시뮬레이션 기술이 반영된 성형기법(Molding)이나 

3D 프린팅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가공할 수 있다. 

바스프의 소재 솔루션과 시뮬레이션 기술로 필요한 기능성을 유지하며 디

자인과 비전을 현실화시킨 렌체어.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추구하는 휠체

어 사용자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앉았을 때 편안함과 사용의 편리함은 물론, 기동성

과 내구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바스프는 한국의 휠체어 제조 판매 회사 휠

라인(Wheel-Line) 및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레토디자인(REHTO Design)과 

공동 개발한 컨셉 휠체어인 ‘렌체어(Ren Chair)’를 지난 5월 차이나플라스

(CHINAPLAS) 2019에서 세계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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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창■■■    
「환경사랑 안전사랑」은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한국바스프 웹사이트의 ‘환경사랑 안전사랑’ 페이지 

혹은 아래의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에 FAX를 이용해 주십시오. 

한국바스프 웹사이트 : www.basf.co.kr 

팩스 번호 : 061-680-7057

보내는 분의 성명 및 연락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E-mail : 

「환경사랑 안전사랑」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1 _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_  이번호에서 미흡했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3 _   「환경사랑 안전사랑」  다음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번 호 독자 퀴즈 >>>

○○○ 는 바스프의 고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컨셉의 휠체어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안에 들어갈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 2019년 8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58호 독자의 창 당첨자 >>>

김경곤, 이지원, 조운기, 이찬영, 천용배

※ 독자 참여란에 좋은 의견을 주신 분에게는 추첨 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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