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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바스프

쓰레기 줄이는
대안적 유통 시스템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확산하면서, ‘유통 쓰레기’도 점점 늘고 있
다. 배달, 포장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닐, 스티로폼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9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폐기물의 일평균 발생량은 5,34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나 증가했
고 플라스틱과 비닐은 각각 전년 상반기 대비 15.5%, 11.1%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유
통 쓰레기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채소, 과일, 생선 등 신선 식품은 신선도 유지와 파손 방지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때 사용되는 스티로폼 박스가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것.
스티로폼은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세균이나 곰팡이에 손상되지 않아 아이스박스, 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노(10억분의 1mm) 크기의 입자로 쪼개져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자연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 걸린다. 물론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열과 압력을 가하면 건축자재 또는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잉고트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없다는 게 문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 스티로폼 박스를 만드는 게 저렴해졌
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처리 업체들이 스티로폼 수거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유통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기업들은 스티로폼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고 있다. 국내 커머스 업체 중 마켓컬리는 스티로폼 박스 대신 내부를 발수코팅한 종이박스
를 쓰고, 헬로네이처는 재생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소재의 보랭 가방을 쓰고 있다. SSG닷컴
(쓱닷컴)과 쿠팡도 방수 원단 소재로 만든 보랭 가방인 ’알비백‘과 ‘프레시백’ 사용을 늘려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박스의 보랭 지속력은 냉장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냉
동제품 배송을 위해선 좀 더 고도화된 콜드체인 시스템과 단열 기술이 숙제로 남아 있다.
바스프의 혁신 소재 슬렌텍스(SLENTEX)는 얇은 두께로도 뛰어난 단열 성능을 지니고 있다.
지난 9월 바스프는 “슬렌텍스(SLENTEX)가 콜드체인 전문기업 에프엠에스코리아가 참여하는
‘포장 쓰레기 절감을 위한 콜드체인 플랫폼 솔루션 시범사업’에 적용된다”라고 밝히며, “얇은
두께로도 뛰어난 단열성을 지닌 슬렌덱스가 배송재로 사용될 경우, 기존에 포장재로 많이 활
용되는 스티로폼에 비해 포장재 두께를 50~70%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수 및 재사용
이 가능해 친환경성과 비용 절감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의 대안적 유통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의지다. 포장 박스의 회수와 재
사용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없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결국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 답이다. 폐스티로폼의 시장 수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원 순환 방식의 해결법이 한계치
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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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 Safety Column

환경안전 칼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 ‘ESG’
글. 유동우 CAP 위원

ESG 구성의 3요소

•기후변화 대응
•자원절약 / 재활용 촉진
•청정기술 / 스마트 성장

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 약자 보호
(빈곤, 기아 등)
•노동환경 개선 /
사회안전 배려
•고용 평등 및 다양화

•법과 윤리 준수
•투명한 기업 운영

사회공헌

윤리경영

(Social)

(Governance)

자료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

산업화 이래로 200년간 우리 지구는 평균온도가 1도 상승했다. 그리고 현재 지구의 표면온
도는 지난 1만 2000년 사이 가장 높다. 지구 온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이다. 인류의 이기적인 생산과 소비활동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
지되던 지구의 향상성을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말이
많은 기업들의 핫한 이슈로 떠오르며 뉴스, 인터넷 등에 부쩍 자주 보인다. 특히 투자 관련
뉴스에서 ESG경영, ESG투자, ESG채권, ESG펀드, 기업의 ESG경영 등의 용어가 단골로 등
장하고 있다.

기업의 이슈 메이커 ‘ESG’란 무엇일까?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기
업의 비재무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표다. 환경(Environment)에는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
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사회(Social)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이에 해당한
다. 즉, ESG는 종전처럼 기업을 재무적인 부분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가치 등 비재무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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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에 관심을 쏟는 기업들의 실적과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지
면서 주요 국가들이 ESG를 기업 평가의 척도이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고 있다. 당장 유
럽연합(EU)은 내년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선언했다. ESG 경영 성과가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ESG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대한 글로벌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만, 국내 대기업들의 대응은 아직 ‘미봉책’ 수준이다. 일단 ESG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반쪽짜
리’에 가깝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대기
업들이 관심을 쏟는 부분은 G, 즉 ‘지배구조 이슈’ 정도일 뿐, 환경(E)과 사회(S) 부문의 개선
에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겨울철 ‘김장’, ‘연탄’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많다. 일부 대기
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보강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분석 및 수준과 비교해
한참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ESG에 신경을 쓴다는 기업조차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ESG와 연관 있는 활동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발생할 리
스크를 관리하고 이슈가 확산하기 전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ESG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두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를 ‘ESG 경영’이라고 부른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었다면 ESG는 ‘필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과거 ESG에 대한 강조가 '당위
성'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수익성’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ESG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의 의사결정 체제와 운영의 기본인 기업지배구조
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사회발전과 환경개선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지배주주의 전횡,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비지배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면 ESG 경영은 공
염불에 불과하다. 결국,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아니며 기업의 가치를 중장
기적으로 제고하면서 사회발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기업별 경영전략과 사업모형을 발굴하
고 실행하는 것이다.
인류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 세계가 재난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또한 사고방식
과 가치관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과 사회 구조적
인 불평등, 공공 보건의 위기를 비롯한 ESG 쟁점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이에 발맞춰 기업
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업의 양적 성장, 경제적 성과만을 기대
하던 기존의 가치관을 탈피하여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이 책임경영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것이라
는 기대 역시 커졌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은 안전하고 친환경적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 공정한 거래 관계를 요구하
는 정부, 환경친화적 운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자원 사용 감축을 통해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 윤리적 측면에서 강조
되었던 사회적 책임 경영은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
한 요소가 되었다. 향후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해 우리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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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in BASF

바스프의 환경안전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
사업장 내 환경 개선과 환경관리능력 향상은 기업의 환경경영을 토대로 자율적 환경관리시
스템이 운영될 때 가능하다. 당사의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배출시설별 오염인자에 대한 식별표시는 SHE
D/B System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오염인자별 오염물질 농도관리는 실험실 전산 관리 시스
템(QM Module)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당사는 지하수 관리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설비, 경계소음, 환경정화활동, 체계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율적 환경
관리시스템을 친환경 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1.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및 환경조사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은 1998년부터 자율적인 지하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하수
수질기준에 의거해 사업장 내 20개 지하수 측정위치에 대한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당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신규 신증설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지하 매설 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 및 폐수 집수조 주변
에 지하수 채취를 위한 측정공을 설치해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분석(품질관리팀 내부검사 및
사외검사 병행), 지하수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위해 제조 시설 및 저장 시설 등 사업활동이 이루어지
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우ㆍ폐수 유도로를 설치해 제조 공정 및 저장 공정
에서의 오염된 물과 화학물질이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토양 보전과 지하수 보
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자율적 점검
당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리 절차서
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VOCs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누출검사를 통해 필요 시
보수관리 수행과 VOCs 물질에 대한 배출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하고 있다.

ⓐ Sampling System : 유체를 시료 채취 전 순환시켜 시료 채취시 Loss를 방지하며 시료 채취
는 밀폐된 상태로 채취되기 때문에 VOC 누출 최소화
ⓑ 폐수처리장 덮게 및 흡착처리 : VOC 및 악취의 배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상부
를 덮개로 씌워 밀폐하고 내부 증기를 Blower로 흡입하여 흡착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
ⓒ 질소봉입시설 : 모든 저장시설 상부에 내부 액체의 증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액체 상부를
질소로 채워 저장 액체로부터의 증기 발생 억제
ⓓ Internal Roof : 납사, 벤젠 및 톨루엔 저장시설에 내부 부상지붕을 설치하여 VOC 배출 억제
ⓔ 흡착 및 소각 :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미량의 증기를 흡착탑 및 Flare stack으로 유입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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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경계소음 관리
당 사업장은 사업장 경계면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부 발생 소음과 외부 유입 소음을 분기별로
자발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사업장이 공단 전용지역에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규제가 없지
만 정기적으로 사업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모두 환경기준(일반지역“라”지역)
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품질관리팀이 주관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고소음 기기가 설치될 경우 소음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방음벽 등의 소음 방지시설
설치 등을 병행하여 소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 경계소음 측정 위치도>

4. 자발적 ‘1사 1산 및 1하천’ 환경정화활동
당 사업장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 분기 ‘1사 1산 가꾸기’ 활동을 시행하여 인근의 하천과 산에 대한 자연환경보호 활동을 이
어가고 있다. 또한, 해안가 도로 주변 및 바닷가 청소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
단체 및 인근사와 함께 정화 활동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주변의 자연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5.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
당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실명제와 SHE Database를 이용한 실측량 보고 제도를 운
영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분리수거 항목을 세
분화하였다. 또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재활용처 개발을 위한 활동(폐기물 정기분석 1회/3년)
등도 이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1회/년)와 지도를 실
시하여 위탁한 폐기물의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① 각 부서에 폐기물 계량기를 보급하고 부서별로 폐기물의 양을 실질적으로 계량하여 부서별 폐
기물 감량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② 부서별 폐기물 운반 일지를 매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 및 월별 실적관리를 통하여 부
서의 폐기물 발생량 자발적으로 감소 유도
③ ISO시스템을 통한 고객으로부터의 제품 Claim 최소화로 폐기물 감소
④ 제품의 정제 system의 개선을 통한 정제필터 폐기물 발생량 감소
⑤ 스팀 제조공정의 Ash(재) 투입설비를 설치하여 연소재의 발생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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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이야기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배경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건강 계획표를
짜는 게 중요하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과 그 예방법을 참고해,
자신만의 건강 일정표를 만들어보자. 나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이다!

2021 신축년
나를 위한
건강 달력

1월┃아랫배가 부글부글, 바이러스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의 주원인인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는 추운 겨울에 활동성이 강해진
다. 한여름인 8월만큼이나 한겨울인 1월에 장염 환자가 많은 이유다. 이들 바이러스는 오염
된 음식이나 물로 쉽게 감염되는 만큼, 식자재는 깨끗이 씻어 충분히 익히고, 물은 꼭 끓여
마시자. 아이들이 물고 빠는 장난감이나 자주 닿는 손잡이 등도 자주 알코올로 소독해주는
게 좋다.

2월┃콜록콜록 가슴 타는 기관지염
춥고 건조한 늦겨울은 기관지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다습
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습기 등을 이용해 적정 습도(50~60%)를 유지하고, 평
소 물을 충분히 마시자. 또한 실내를 자주 환기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도 철저해야 한다.

3월┃눈꺼풀이 천근만근, 춘곤증
춘곤증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이다. 계절의 변화를 몸이 적응
하지 못해 졸음, 집중력 저하, 나른함,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중요! 수면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
보자.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이는 비타민B군과 체내의 면역성을 길러주는 비타민 C가 풍부
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 된다.

4월┃근질근질 따가운 피부 질환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자외선 등 피부 자극 요인이 많은 4월에는 피부 질환에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게다가 건조한 날씨로 피부 보습력이 약해지고, 일교차의 영향으로 피부 면역력이
저하되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을 꼭 챙기고, 돌아와선 자극
인자가 피부에 오래 남지 않게 바로 씻어 내자. 보습제도 적극 활용하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엔 신중을 기하자.

5월┃눈이 침침하고 뻑뻑한 안구건조증
야외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다. 5월에 안구건조증 환자가 특히
많은 것도 이런 이유.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눈을 자주 깜빡여주자. 외출할 땐 꼭 선
글라스를 착용하고,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눈이 건조하거나 피로
할 땐 눈꺼풀 온찜질이 좋고, 간지러울 땐 혈관을 수축해 가려움을 줄여주는 냉찜질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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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시큰거리기 전 챙겨야 할 구강 건강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 통증이 있기 전까진 소홀하기 쉬운 구강건강을 이때쯤 챙겨보자.
평소 구강 위생이 좋은 편이라면 1년에 한 번,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다면 3-6개월 간격으로 구강 정기 검진을 실시하는 게 좋다. 음식을 먹은 후 3
분 이내 3-10분 이상, 치실 사용과 잇몸 마사지를 포함한 올바른 양치 습관도 중요하다.

7월┃열 오르고 폭풍 설사하는 수인성 질환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 곰팡이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려면 첫째
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식기와 조리도구 등의 청결도 철저히 관리하자.
냉장고를 과신하지 말고, 보관한 식자재는 되도록 빨리 처리하자.

8월┃참을 수 없는 통증, 대상포진
수두바이러스에 의한 대상포진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으
로 신체 리듬이 깨지기 쉽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
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되도록 멀리하고, 면역
력을 떨어뜨리는 주범들인 과식, 음주, 흡연은 삼가도록 하자

9월┃발열, 두통 한꺼번에 오는 열성 질환
추수기엔 열성 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쯔즈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출혈열)이 대표적인 열성 질환. 이들 질환은 감염원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
다. 돗자리 없이 풀밭에 앉지 말고, 텃밭 가꾸기나 낚시 등의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긴
옷을 입어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자. 아예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월┃예방주사로 미리 대비해야 할, 독감
보통 겨울엔 A형 독감이 초봄엔 B형 독감이 유행한다. 그중 겨울 독감은 11월부터 발생하는
데, 항체가 접종 2-3주 후에나 형성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은 10월 전후로 하는 것이 좋다.

11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은 오르는 혈관 질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혈관 수축으로 인한 질환이 늘어난다. 뇌졸중이 11월에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도 그 영향이다. 우선 금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관리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며, 귀찮더라도 아침 운동이나 출퇴근 시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챙겨 입자.

12월┃쾅 하는 순간, 골절
갑자기 추워질 때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골절’이다. 근육이 수축하고 관절 주변 인대와
힘줄이 굳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노인, 중장년층, 여
성들이 조심해야 한다. 평소 단백질, 무기질(칼슘, 망간 등),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해 골밀도
를 높이고, 외출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자. 춥다고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걷는
것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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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상식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ㆍ소독제는 없다. 바이러스나 균을 죽이는 소독제는 어찌 됐든
생명체에 독성을 발휘한다. 그렇기에 소독제 사용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결하고
안전한 일상 소독을 위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올바른 소독법과 소독제 유효성분별
주의사항을 짚어본다.

모두가 안전한
소독제 사용법

● 소독, 준비단계부터 꼼꼼히
올바른 소독을 위해선 소독 전 준비부터 철저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방수
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자. 오염물질이 표면에 남아있는 경우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 전에 얼룩이 졌거나 습기가 많은 표면은 마른걸레로 한 번 닦
아주는 것이 좋다.

● 성분 다른 소독제, 섞어 쓰면 위험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권장 비율로 희석해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는 물 1L당 10-20mL 정도(0.05-1%)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수에탄올을 소독제용으로 쓸 땐 에탄올과 물을 7:3 비율로 희
석해서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농도 소독제를 그대로 사용했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다
른 세제와 함부로 섞어 써도 안 되는데, 소독 효과가 감소할 뿐 아니라 소독제와 세제 성분이
만나 위험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가령, 염소계와 과산화물계(산소계) 소독제를 혼합하
면 폭발하면서 염소가스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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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분사 말고 천에 묻혀 닦아야!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분무소독으로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표면을 소
독제로 충분히 덮기 어렵고, 눈과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에어로
졸을 형성해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위험성도 있다. 먼저 소독제를 천에 묻혀 적신 손이 자주 닿
는 표면을 닦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표면을 닦아주자.

● 쓰고 남은 소독제는 서늘한 곳에 보관
알코올계 소독제는 인화성(불이 잘 붙는 성질), 발화성(일정한 온도에서 불이 쉽게 일어나거나
타는 성질) 등 화재에 취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물론 사용 후에도
화기 주변이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직사광선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
라갈 수 있는 차량에 알코올 소독제를 두어선 절대 안 된다.
휴대용으로도 많이 들고 다니는 손소독제도 마찬가지다. 소독제는 물론 소독제가 묻은 손도
다 마르기 전까진 열기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미국에선 한 여성이 알코올
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바른 채 촛불을 켜다 순식간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 국내에선 승강기
에 비치된 알코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던 5살 아이가 각막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
다. 쓰고 남은 손 소독제는 햇빛이 닿지 않는 2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자.

소독제 종류별
유효성분
및 주의사항
(자료 출처: 환경부)

소독제 종류

유효성분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계

차아염소산칼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NaDCC)

주의사항
•고농도 차아염소산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강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암모니아, 아민 등 환원제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눈과 점막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알코올계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

•고농도 알코올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유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강산화제와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접촉 시, 피부에 자극을

4급 암모늄화

벤잘코늄염화물,

합물계

염화벤제토늄 등

일으킬 수 있음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급성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피부와 눈에

과산화물계

과산화수소,
과아세트산, 옥손 등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락스 등 염소계 표백제나 다른 세정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폭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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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n
바 스 프

여 수 공 장 의

새 소 식

CMR 물질 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규격전환
갱신심사 수검

Education on CMR substances
한국바스프㈜ 여

Receiving re-certification for Energy Management System (ISO

수공장은 지난 6월

50001) conversion

15-19일 5일간 ‘화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6월 22-24일 3일간 여수공장

학공장에서의 여성

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ISO50001 외부심사를 한국품질재단(KFQ)로부터 받았다. 이

위해 산업보건의 문

번 심사는 규격전환 및 갱신 심사를 향후 경영관리 성과와 에

재동 교수를 초청,

너지 관리를 상호연계해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장 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식독

방안을 고려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성ㆍ발암성ㆍ변이원성 물질 건강장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 생식건강에 대한 위험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자급식 호흡장치 공기질 측정

당 사업장은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

Measuring air quality of th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호하고자 매년 산업보건의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업체 작업환경 측정
Measuring the work environment of partners
여수공장은 지난 6
월과 12월, 근로자
의 건강 보호를 위
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6월과 12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건법을 적용하였고,

를 위해 KOSHA GUIDE에 의거해 공기호흡기(SCBA)에 대한

상주 협력업체를 포

내부 공기질 측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급식 호흡장치 공

함한 해당 근로자들이 하루 6시간 이상 측정기구를 착용하고

기질 측정은 공기호흡기 내 산소, 수분, 오일미스트, 일산화탄

일하는 작업환경에 대해 측정했다. 노동부는 법적 노출 기준

소, 이산화탄소 등의 정상 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 1/2 이하를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작업장

여수공장 내 공기호흡기(SCBA) 약 250대와 에어컴프레셔에

내 쾌적한 작업환경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대한 공기질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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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캠페인 실시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Blood-donation campaign

이날 안전 캠페인 행사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마스크
한국바스프㈜ 여수공

를 나눠주면서 시작했다. 주요 행사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온도

장에서는 매년 동ㆍ하

체크 후 참여했으며, 그 외 직원들과는 동영상을 통해 행사를

절기 국내 혈액 수급

공유했다. 주요 행사로는 경영진의 현장 점검 내용 공유와 직

에 어려움을 있을 때

원들의 3분 안전 스피치 대회가 있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진

마다 헌혈 캠페인에

행된 안전 트로트 UCC contest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재치 있

동참해오고 있다. 올

는 가사와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큰 웃음

해는 특히 코로나19

과 감동을 선사했다. 새롭게 선보인 안전 관련 칭찬 릴레이 영

로 인해 혈액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지난 6월

상 역시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안전을

29일 여수공장에선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많은 직원이 헌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

캠페인에 동참했다. 헌혈 전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총

자는 다짐과 함께 이날 행사를 마쳤다.

40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에 대해 대한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3분기, 4분기 집체안전교육
Safety training class for 3rd & 4th quarters

2020년 Global Safety Days 행사

한국바스프㈜ 여수

Global Safety Days event of 2020

공장은 분기마다 사
업장 전 임직원의 안
전 확보를 위해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분기 집체 안
전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부서별로 개별 실시했고, 4분기 집체 안전
교육은 개인 간의 거리 두기 및 발열 체크 등 사전 안전조치
하에 총 8회에 걸쳐 실시했다. 3분기 집체안전교육은 공정안
전관리제도(PSM), CDC 위험성 및 chamber 출입절차, 위험성
평가(WPRA, HAZOP), Isocyanate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등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글로벌

을 주제로 진행했고, 4분기 집체안전교육은 협력업체를 포함

바스프의 안전 강조 행사 주간인 ‘Global Safety Days’를 맞아

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TAR(연차보수작업) 안전관리, 안전작

‘Safety, My Responsibility(안전, 나의 책임)’라는 주제로 안전

업허가 절차 및 관리, 작업환경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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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 생산 공정 및 물류팀 RC audit

CSR 당시 도출된 개선 항목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해 더욱

RC audit of the Ultrason production process and logistics

안전한 공장 운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team
지난 8월과 11월 여수

BASF Group GHG 배출량 외부 Audit 여수공장 검증

공장의 Ultrason 생산

External audit of BASF Group GHG emissions and verification

공정 및 물류팀을 대

of Yeosu plant

상으로 바스프 그룹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바

본사의 정기 안전 점

스프 본사(독일) 주관 하에 GHG(Green House Gas) 관련 외

검인 RC(Responsible

부심사(KPMG Institute)를 받았다.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검증

Care) audit이 실시됐다. RC audit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환

된 GHG 배출량은 연간 그룹기업보고서에 기재돼 기업정보공

경 등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수일에 걸쳐 평가하는 검사

개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바스프는 그룹 보고지침서에 의거한

다. 이번 audit을 통해 Ultrason 생산 공정 및 물류팀은 안전

여수공장 내 GHG 배출량 적용 대상 검토 및 효율적인 배출량

보건 및 환경 관리 상태를 재점검했므며, 점검한 결과 ‘Green

산출 방법 검증을 통해, 국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

Result’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

스관리를 포함해 사업장 내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

선사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해 안전 환경 관리 수준을 지속적

지 사용 계획,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사업장 유지

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바스프 창립 22주년 기념행사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 측정 검사

BASF Korea 22nd anniversary celebration
한국바스프㈜ 여수

Inspection of harmful substance affecting the water quality
(waste water) measurement

공장은 지난 9월 1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일 창립 22주년 기념

2020년 3분기 폐수처리시

행사를 가졌다. 올해

설 방류수 및 냉각탑 순환수

창립 기념행사는 코

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로나19로 인한 사회

항목(28가지) 측정을 외부

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공인 수행검사기관에 의뢰

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입장 전에 체온 측정, 손소독 등 철저

해 수행했다. 이번 검사 결

한 방역 조치 이후에 입장했다. 김영률 대표이사(회장) 기념사

과는 환경부 보고자료(년 1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기

를 대독한 이운신 공장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다르게 바꿔

적으로 방류수 및 냉각탑 순환수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

놓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상기하며, 새로운 변화의 적응 여

도를 확인함으로써 수질유해물질 사고예방 및 Monitoring 강

부는 장래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함을 강조했

화로 수질측정 항목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에 도모하고자

다. 더불어 이 공장장은 모범 사원 표창을 통해 그동안 수고한

한다. 여수공장 폐수처리시설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병

직원들을 격려했다.

합처리를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법적기준 대비 50%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MNB 공정 CSR(Clean Sheet Review)
– 위험성 평가

2020년 하반기 소방기동대 훈련

MNB process CSR (Clean Sheet Review) – risk assessment

Fire squad drill for 2nd half of 2020

지난 9월, 8일간에 걸쳐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MNB 공정
에 대한 Clean Sheet Review를 Process safety 전문가와 실
시했다. CSR은 10년 주기로 기존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현재 공장이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검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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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총 6회에 걸쳐 하반기 소방기동대원 직무 교육을 시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정기 연차보수 작업에 앞서 지난

행했다. 안전 보호구 착용, 밀폐공간 구조 훈련, 스프링클러 작

10월 19일 총 12개사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안전 간담회를

동 및 조치 훈련 등의 이론 교육을 시행 후, 시나리오에 맞춰

실시했다.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연차보수 작업(MDI train: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다. 여수공장은 반기마다

10/31~11/19, TDI train: 10/31~11/26)을 1건의 사고 없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기동대 훈련을

이 완료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행동강령 사항을 전달하고, 공

실시하고 있다.

장장의 당부사항과 협력사의 건의 사항을 서로 주고받았다.

고압가스 제조시설 정기검사
Regular inspection of high-pressure gas line manufacturing

한국바스프, 여수 및 울산에 비대면 학습용
과학 실험 키트 2천 세트 지원

facilities

2,000 untact training science kits provided by BASF Korea for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이 지난 10월, 3일간에 걸쳐 한국가스

schools in Yeosu and Ulsan

안전공사로부터 MDI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다. MDI 공

한국바스프㈜는 지속

장은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로, 4년마다 고압가스 취급시설

되는 코로나19 시대

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여수공장은 해당 정

에 초등학생들의 비

기검사를 통해 MDI 공장의 고압가스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

대면 과학 교육을 지

관리 체계를 재점검받았으며, 개선사항을 보완해 안전한 공장

원하기 위해 과학 실

운영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험 키트와 온라인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

BIO monitoring

해 울산 및 여수시에 기증했다. 실험 키트는 각 시의 초등학생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총 2천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6일 여수시청

TAR 전, 후 MDA, TDA에

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김영률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

대한 Bio Monitoring을 위해

린이들과 직접 만나 키즈랩을 진행하진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해당 공정 근무자들의 소변

라도 과학 교육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내에서 20여

샘플을 채취, BASF 독일 본

년 동안 이어온 바스프 키즈랩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로 보내 분석을 실시했

자 하는 바스프의 신념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

다. Bio Monitoring은 MDA,

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TDA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

했다.

지표 검사로, 사전 취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철저한 보
호구 착용을 숙지하게 한 후 실시한다.

2020년 대정비 사업장 안전문화 캠페인
Safety campaign for sites conducting overhauls in 2020

2020년 TAR 협력업체 간담회
Meeting with TAR partners for 2020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11월 10일 여수시청과 2020
년 대정비 사업장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침에 출근
하는 한국바스프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안전 인사와 더불어
빵, 두유, 물티슈 등을 전달하며, 안전문화 의식 향상과 안전사
고 예방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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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round us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완벽한 커피를 위한 혁신 기술
Innovative technology for a perfect cup of coffee

● 스페셜티커피 수요의 꾸준한 증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0잔으로 세계
평균인 132잔의 무려 2.67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커피 수
요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의 수는 꾸준하게 증
가해 현재는 외식 업종 중에서 한식과 치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성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은 개인의 커피 소비량뿐 아니라 스페셜티커피(Specialty Coffee)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셜티커피는 1974년
Tea & Coffee Trade 저널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로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된 커피콩을 숙련된 바리스타가 원두의 고유한 향과 맛을 살려
추출한 커피이다. 일명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우리나라
에서 스페셜티커피는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 좋은 커피의 핵심, 수분 커피의 풍미는 커피콩의 품종, 품질,

Spectroscopy) 기반의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했다. 근적외 분광학 솔

수확 지역, 그리고 가공 과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

루션은 전 세계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입증된 기술로 트라이나믹스는

다. 그중에서도 수분은 좋은 커피의 기준이 되는 맛과 품질을 결정하

이를 휴대 가능한 크기의 소형 분광기 내에 탑재한 모바일 솔루션으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은 커피콩에서는 커

로 구현해 냈다.

피 본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맛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커

트라이나믹스의 근적외 분광학 솔루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는 단

피콩은 열과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두를 볶아 원두로 만드는 로

몇 초 만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설치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팅 과정에서도 커피콩의 수분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대형 커피 업체들과 같이 원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실

중요하다.

험실을 갖추기 어려웠던 소규모 커피 로스팅 업체들은 해당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커피콩 내의 카페인 및 수분 함량 정도를 쉽고 빠르
바스프의 자회사이자 3D

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한층 더 과학적이고

이미징(3D imaging) 및 적외선 센서 기술의 선두주자인 트라

정확한 방법으로 로스팅된 원두를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보다 완

이나믹스(trinamiX)가 자사의 근적외 분광학(NIR:Near-Infrared

벽한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 완벽한 커피를 위한 혁신 기술

* <환경사랑 안전사랑>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국바스프(주)가 제작하여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문의처 : 061-680-7053 Fax: 061-680-7057(여수공장), 02-3707-7508(서울사무소) E-mail : wonyoung.choi@basf.com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환경안전 인증획득 현황
1994년 : ISO 9001 인증획득
1998년 : ISO 14001 인증획득
2000년 : KOSHA 18001 프로그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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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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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