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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products for our daily life      생활 속의 바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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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아이폰X에 페이스ID가 적용되면서부터다. 2017

년 11월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아이폰X에는 홈버튼이 사라졌고 화면 상단에 ‘트루뎁스

(Truedepth)’가 장착되었다. 전면카메라, 적외선카메라, 투광 일루미네이터, 근접 센서, 주변광 

센서 등으로 구성된 트루뎁스는 사용자의 얼굴을 3만 개 이상의 점으로 입체 스캔하고, 등록

된 얼굴 정보와 비교한다. 

그 이전에도 스마트폰 안면인식기술은 있었지만 닮은 얼굴을 갖다 대면 잠금이 해제될 정도로 

정확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페이스ID 등장으로 스마트폰 안면인식기술의 보안성은 크게 향상

됐다. 아이폰X 공개 당시 애플은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이 페이스ID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로 기존 지문 인증 시스템인 터치ID의 5만 분의 1보다 인증 정밀도가 높

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안면인식기술이 실현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매

장에서 얼굴로 결제가 가능하며, 지하철 개찰구도 안면인식 이후 통과할 수 있다. 중국 경찰들

은 안경에 탑재된 특수렌즈로 행인들의 얼굴을 스캔해 범죄자를 찾기도 한다. 스마트폰과 연

동된 렌즈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죄자를 찾는다. 이 렌즈는 1만 개의 얼굴을 0.1초 만

에 인식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중국의 안면인식시스템 시장은 2010년부터 2017

년까지 연평균 34%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22년까지 시장 규모는 66억7,300만 

위안(약 1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안면인식기술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시스템 도입이 한창이다. 포드와 인텔

은 ‘프로젝트 모빌(Project Mobil)’을 공동추진 중인데, 이는 대시보드 카메라로 운전자의 얼굴

을 분석하고 인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앉을 경우 차의 시동을 차단한다. 

하지만 안면인식기술의 보안성 및 정확성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공권력 남용·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3D입체 분석을 넘어 사람의 실제 피부를 인식하게 된다면, 안면인식기술은 새로운 전환

점을 맞게 될 것이다. 독일 바스프의 자회사 ‘트라이나믹스(trinamiX)’는 지난 4월 7일 피부 인

식 기술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3D 안면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제공자 

‘퀄컴(Qualcomm)’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라이나믹스는 3D 이미징 및 적외선 센서 

기술의 선두주자로 트라이나믹스의 피부 인식 기술을 피부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의 산란을 분

석해 피부조직부터 색상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애플의  페이스ID 대비 더욱 

정교한 얼굴인식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트라이나믹스의 피부인식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식시스템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

마트폰에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10과 갤럭

시노트10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능이 실리콘 필름을 통해 해킹되는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면인식시스템에 피부인식 기술이 적용된다면 얼굴로 다 할 수 있는 세상

이 올 것이다. 그야말로 손에 자유를 가져다 줄 세상이다. 

얼굴로 多하는 세상
안면인식기술



EHS in BASF      환경안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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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공생협력 
프로그램

● 공생협력프로그램이란?    

대기업(원도급업체)의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한국바스프 공생협력프로그램 개요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고 협력업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활동과 관련된 잠재위험을 발굴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이 가진 

기술적인 노하우를 협력업체에게 전수하고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의 

실시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필요시 한국바스프 여수공장도 협력업체 작업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비투자를 지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바스프 여수공장과 협력업체의 인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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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스프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

1) 안전보건 공생협력 회의

-  정기회의: 성공적인 안전보건공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공장장 및 안전환경담당자와 협력회사 대표자가 모여 주요 안전환경관련 공지사항, 

건의사항,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를 실시

-  대표자 간담회: 사고가 집중되는 대정비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정비작업 전 해당 협력

업체 대표자와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공장장 및 각 부서장이 모여 대정비작업 기간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주요 작업계획, 위험성,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주제로 간담회 개최

-  비정기회의: 특별한 의제 선정 또는 임시 모임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또는 한국바스프여

수공장이 요청하여 회의를 개최

2) 위험성평가 기술지도 세미나

-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위험성평가 기법인 ‘작업활동 위험성평가 (WPRA, Work Place Risk 

Assessment)’를 소개하고 기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Good/Bad practice를 통해 평가 방

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함으로 협력업체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세미나 후 협력업체가 수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 검토하고 안전개

선대책을 수립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

3) 작업현장점검

-  수시점검: 한국바스프 여수공장과 협력업체 안전환경담당자가 작업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추락, 협착, 낙하, 화학물질노출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에 반영

-   경영진 점검: 매분기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자가 모여 합동 점검 

실시

4) 안전개선대책 지원

-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안전개선사항 중 협력업체가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한

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대표적인 지원 사항

   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개구부 마감, 난간, 발판 설치 등 약 160개소에 대한 안전조치실시

   ②  제품 드럼 포장 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수동 포장기를 자동 포

장기로 교체 실시

   ③ 여수공장 모든 Sliding Door에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낙하 사고 예방 실시 

5) 공생협력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협력업체별 위험성 평가 실시 수준, 작업장 안전조치, 개인안전보호

구 착용 및 관리 등의 항목들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각 협력업체별 모

니터링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받은 협력업체에게는 상장 및 포상금을 지급하여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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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health      

잠 못 드는 밤, 수면 ‘빚’은 쌓이고

국내 수면장애 환자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6년 54만3183명에서 2017년 56만2419명, 2018년 60만 명

을 넘어 지난해 63만4074명으로 집계됐다. 수면장애란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수

면무호흡증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면장애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정신질환까지 불러오는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골이

나 수면무호흡은 잠자는 도중 발생해 본인조차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를 마

치 잠잘 때마다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수면장애의 위험성을 강조

하고 있다. 수면장애의 원인은 종류만큼이나 다양하지만 주 근본적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된 업무와 인간관계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회

적 분위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대인들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수면장

애를 호소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 그러나 단순히 더위로 인한 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극심한 피로를 느껴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수면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수면장애의 종류와 개선법을 알아보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자.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장애를

의심하라

생활 건강 이야기

내가 겪는 증상도 수면장애? 수면장애 종류

① 불면증          잠들기 힘들거나 잠에서 자주 깨어 수면 부족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깨어 

있는 동안 피로감과 졸음, 의욕 상실 등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대표적인 수면장애의 일종

이다. 평소 수면 리듬이 약하거나 잘못된 수면습관을 가졌을 때,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에 놓일 때 주로 발생하며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면증은 다른 정신과

적 문제에 동반된 경우가 많으므로 수면 검사나 상담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잠이 안 온

다고 습관처럼 수면제나 술을 먹고 잠을 청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② 수면무호흡증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

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하룻밤 사이 40회 이상 나타나면 깊이 잠들지 못

하고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 피로감과 무기력감,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을 유발한다. 마

우스피스와 유사한 구강 내 보조 장치로 치료가 가능하며 심한 경우에는 양압기를 이용해 상

기도양압술치료를 시행한다.



③ 하지불안증후군           잠들 무렵 종아리 부근을 비롯한 다리에 불편감이 심해져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수면장애의 일종이다. 다리의 불편감은 통증보다는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감각에 가까우며, 환자마다 그 증상을 다양하게 호소하는 것이 

특징. 대개 야간에 심하지만 낮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자주 주물러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철

분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④ 수면위상지연증후군          흔히 밤낮이 바뀌었다거나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수면 패턴의 변화 또한 일종의 수면장애에 속한다. 청소년의 경우 너무 늦게 자고 늦

게 일어나는 수면위상지연증후군이, 노인의 경우 너무 일찍 자고 새벽에 깨어 잠들기 힘든 

수면위상지연증후군이 나타나기 쉽다. 이로 인해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이 들 수 있으니, 잠들

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주말에도 패턴을 지키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수면 

습관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장애가 생기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다. 하지만 약물치

료만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약물치료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수면제 복

용을 줄이고 수면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위생’이라는 생활수칙이 그중 하나이

다.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잠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수면장

애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생긴 생활습관, 행동방식을 바꾸는 것이 수면장애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

·잠자리의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라.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라.

· 낮에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단, 늦은 밤에 하는 운동은 

도리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

·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알코올과 니코틴은 피하라.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증가시키지만, 

아침에 일찍 깨어나게 한다.

·잠자기 전 과도한 식사를 피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라.

·수면제의 일상적 사용을 피하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몸을 이완하는 것을 배우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잠자리에 누워 책을 보거나 TV 보는 것을 피하라.

·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이완하다가 

피곤한 느낌이 들 때 다시 잠자리에 들어라. 즉, 잠들지 않고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지 

마라. 이는 오히려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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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HS      환경안전 상식

컵라면을 빠르게 먹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신 

사용한다거나, 플라스틱 국자로 뜨거운 국을 퍼 담는다면 우리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생활 속에서 대처하자. 

가공식품 
포장 용기 
바로 
알기!   

● 세상에서 가장 나쁜 호르몬

환경호르몬이란 정상적으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

며 체내에 흡수돼 내분비계 기능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로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으

며, 몸에 축적되면 암,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 대표

적인 환경호르몬으로는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류가 있다. 비스페놀A(플라스틱 용기·음료 

캔·통조림 캔·병마개·치과용 충전제 등)는 폴리카보네이트(PC)의 원료물질이며, 1950년

대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프탈레이트는 쉽게 휘고 탄력성이 

있는 성질 때문에 플라스틱 첨가제로 아주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장난감, 화장품, 의료

기기 등 현대인의 생활용품에 거의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인다. 

● 환경호르몬 Q & A ①

그렇다면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을 경우 환경호르몬에서 안전할까? 일반적인 컵라면 

용기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환경호르몬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환경호르몬이 발생

NO#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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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다. 단, 100도 이상에서는 녹을 수 있다.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에 사용되는 것

은 '폴리스티렌(PS)'으로 내열온도가 낮아 녹을 수 있고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어 전자레

인지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는 폭신하게 하기 위해 공기가 들어간다. 

뜨거운 물이 이러한 공기 틈에 들어가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닿으면 환경호르몬이 국물에 스

며들 수 있어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환경호르몬 Q & A ②

군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유행하고 있는 뽀글이! 봉지라면으로 뽀글이를 해먹어도 괜찮을까? 

봉지라면의 포장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으로 환경호르몬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 정도는 안전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냄비에 끓여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호르몬 Q & A ③ 

마지막으로, 커피 스푼이 없을 때 커피믹스 포장 용기를 스푼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커피

믹스의 포장은 여러 겹의 다층 포장재이다. 여러 겹 중 식품 접촉면은 폴리프로필렌(PP)이라 

안전하지만, 봉지에 인쇄된 부분의 화학물질과 절취선 부분에서  소량의 납성분이 뜨거운 물

에 용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환경호르몬 Q & A ④ 

일상에서 무심코 행동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위 3가지 사례 외

에도 삶은 면을 뜨거운 물과 함께 플라스틱 체에 붓거나 플라스틱 조리도구를 지속적으로 담

근 상태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는 환경호르몬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

다. 또한 뜨거운 음료가 든 테이크아웃 컵 뚜껑을 덮어둔 경우에는 뚜껑에 PP라고 적혀 있는

지, PS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PS소재인 경우 90도 이상의 열이 닿으면 환경호르

몬이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TIP.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생활 속 습관 

1.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물을 많이 마신다.

3. 손을 자주 씻는다.

4. 가공식품과 포장음식을 줄인다.

5. 샴푸, 세제, 화장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한다.

6.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는다.

7. 플라스틱 식기를 세척할 때에는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 식기가 상하지 않게 한다.

8. 가급적 천연세제를 이용하고 합성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헹궈준다.

9. 섬유탈취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은 바람을 충분히 쐬어 유해 

성분을 날린 뒤에 입는다.

10. 살충제나 방향제는 가급적 천연제품을 활용한 자연요법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여수공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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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Welcome to BASF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1월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

터 여수공장 근로자의 감염을 막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응 활동으로 여수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발열 증상을 체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여수공장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 및 

집합 교육을 연기하였고, 사람들이 붐빌 수 있는 식당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팀

별 배식 시간을 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 활동 외에 직원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여수공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

생은 없었다. 앞으로도 여수공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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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COVID-19 
at 
Yeosu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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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n       

어린이 화학 실험 교실 ‘바스프 키즈랩

(BASF Kids’ Lab)’ 개최 BASF Kids' Lab, a chemistry class with 

lab experiments for children held

한국바스프 여

수공장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사택 복지

동으로 여수 소

호초등학교 학

생 60명을 초청

하여 BASF의 글로벌 어린이 화학 실험 교실인 ‘바스프 키즈랩

(BASF Kids’ Lab)’을 개최했다. 바스프 키즈랩은 1997년 독일

에서 시작돼 매년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화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 마련되었으며 2003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었다.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Performed volunteer work to make and share Kimchi

지난 2019년 

12월 4일, 여수

산단 공장장협

의회에서는 지

역사회 소외계

층을 돕고 여

수산단 회원사

간 봉사활동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여수산단연합 김장김치 담

그기 봉사활동을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는 직원 및 사택 부녀회원 13명이 참

가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을 나누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적으로 펼쳤다.

201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Conducted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s for 2nd half 

of 2019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12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

다.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측정 결과 여수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을 넘는 근로자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Kimchi of Love 2019 event held

한국바스프 여

수공장은 지난 

2019년 12월 

11~12일 양일

간 쌍봉동주민

센터에서 2019 

사랑의 김장김

치 담그기를 실시하였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는 한

국바스프 직원, 쌍봉동 새마을부녀회 등이 매년 실시하고 있

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30여 명이 함께 담근 1,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지역 내 경로당,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50세대에 전달하였다. 

바 스 프  여 수 공 장 의  

새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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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스프 헬스맨 선발대회 

BASF Korea Fitness Contest held

2019년 12월 제2회 한국바스프 헬스맨 선발대회를 진행하였

다. 이번 선발 대회에서는 스쿼트, 플랭크, 푸쉬업 3가지 항목

을 측정하여 연령별로 우승자를 선정하였다. 한국바스프 여수

공장의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이번 선발대회를 더욱 풍요

롭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운동하는 습관

을 기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바스프&한영대학교 안전캠페인 실시

BASF Korea launched safety campaign with Hanyeong University

2019년 년말과 동절기를 맞이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바스프 & 한영대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여 안전캠페인을 12월 17일에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

는 사업장 출근시간에 맞춰 안전 구호와 핫팩을 나눠주며 다

시 한번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예총여수지회 예술인의 밤 감사패 수상

Received plaque of appreciation on Artists' Night of the 

Yeosu Branch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지난 2019년 12월 23일, 한

국바스프 여수공장은 히든베

이호텔에서 개최된 2019 문

화예술심포지엄 및 예술인

의 밤에서 평소 지역예술문

화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의 든든

한 디딤돌이 되어준 것에 대

하여 여수지역 예술인 일동

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

다. 여수공장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후원하는 한편, 지

역 예술인의 작품을 식당 및 본관 등에 일정기간동안 전시하

여 직원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 EHS 연말포상 

EHS end-of-the-year reward 

한 국 바 스 프

㈜ 여수공장은 

지난 1월 2일 

2019년 1년동

안의 안전, 환

경, 보건 부분

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여수공장 최우수,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였

으며,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에게도 상장 및 포상금 지급하

였다.  

2 0 2 0  .  0 6  +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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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 프  여 수 공 장 의  

새 소 식

MDI 누적 400만톤 생산 달성 기념 축하식 

Ceremony to celebrate accumulated MDI production of 

4 million tons

한국바스프 여

수공장은 지난 

1월 17일, MDI 

누 적  생 산 량 

400만톤 달성

을 축하하기 위

해 김영률 회장, 김병연 사장, 이운신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가졌다. MDI는 1992년 11월 처음 생산

을 시작하여, 2005년 1백만톤, 2010년 2백만톤, 2015년 3백

만톤을 달성하고, 2020년 1월 3일 400만톤을 달성하였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 

Measured air quality in offices

지난 1월 한국

바스프 여수공

장은 직원들의 

호흡기 건강보

호를 위하여 미

세먼지, 폼알데

하이드, 이산화탄소 등 총 9개 측정항목으로 부서별 사무실 

총 17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일부사무실(1개소)의 

이산화탄소가 정상수치에 벗어나 개선대책으로 주기적인 환

기 및 실내 공기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위한 명세서 검증    

Inspected greenhouse gas emission statement for GHG 

emission verification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은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온

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온

실가스 명세서 검증에 대하

여, 지난 2월 10일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수검을 받았

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

지 사용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장 유지관리에 노력할 계획

이다.

화학물질 배출량(PRTR) 조사 수행

Conducted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 survey

지난 2월 27일부터 7주간 

외부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대상물질(28종)에 대한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누출 

여부를 직접 측정하여 보수

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화

학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자율적인 지하수 환경조사 수행

Conducted autonomous ground water environmental survey

지난 3월 13일 여수공장은 

사업장 내 18개 포인트에 

대한 지하수 샘플을 채취하

였고, 조사결과 특별한 오

염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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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여 오염되지 

않는 지하수를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COVID-19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 전달

Made a donation for areas affected by COVID-19 

한 국 바 스 프 는 

COVID-19로 

인한 피해가 가

장 심각한 경북 

및 대구 지역 

지원을 위해 전

사 차원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대부분이 자발적

으로 동참한 금액에 한국바스프 또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

하여 총 4천만원을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3

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2020년 이웃나눔 성금 전달

Made a donation for Sharing with Neighbors 2020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이웃나눔 성금모금을 전개하여 성금을 

모금하였다. 이운신 공장장과 백윤석 위원장은 3월 19일, 사회

복지시설 5곳(여수YWCA 산하 요보호아동그룹홈 “늘푸른집”, 

여수여성쉼터, 여수시노인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웃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상반기 특수건강검진 실시

Organized 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 1st half of the year

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작업환

경을 가진 여수

공장은 유해인

자로 인해 발생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검진장소의 방역과 

검진자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의 대응을 

철저히 준수하여 1차(4월), 2차(5월)로 나눠 문진, 혈액, 소변검

사 등을 실시하였다.

1분기, 2분기 집체안전교육 실시  

Provided collective safety training for the 1st and 2nd quarters 

여수공장은 매

분기 사업장 전 

임직원 안전 확

보를 위해 집체

안전교육을 실

시 해왔다. 1분

기 집체 안전교육은 COVID-19 감염 확산 우려로 각 부서별로 

개별 실시하였고, 5월 집체 안전교육은 개인간의 거리 두기 및 

발열 체크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교육을 마무리하

였다.



재미있는 화학이야기Chemistry around us      

* <환경사랑 안전사랑>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국바스프(주)가 제작하여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문의처 : 061-680-7053  Fax: 061-680-7057(여수공장),  02-3707-7508(서울사무소)  E-mail : wonyoung.choi@basf.com

1994년 : ISO 9001 인증획득 

1998년 : ISO 14001 인증획득

2000년 : KOSHA 18001 프로그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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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F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도시 생활
Smart urban life with BASF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  BASF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를 통해 지난 수년간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 저감에 기

여해 왔다. 배기가스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체 부품을 경량화함으

로써 주행에 따른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BASF는 여러 협력사

와의 연구 및 혁신을 통해 자동차 차체 부품을 경량화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기가스 저감, 방열, e-모빌리티, 연비 등 현재 및 미래

의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BASF는 베터리 소

재 혁신을 통해 빠른 충전으로 더 먼 주행거리 이동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가 보편화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폐기물을 줄이는 생분해성 포장재  ●  스마트 에너지와 더불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는 스마트한 도시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코비오(ecovioⓇ)는 바스프가 개발한 고품질 다용도 생분해성 플

라스틱(Compostable plastic)으로 다양한 바이오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또한 갖춰 퇴비화 기능 폴리머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BASF의 ecovioⓇ를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더 나아가 폐기물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벨류 

체인 전반에 걸쳐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수명

이 다한 제품은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은 BASF의 바이오폴리머 

ecovioⓇ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도시 소음 저감  ●  BASF는 화학을 통해 기능성 소재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흡음력과 난연성이 우수한 데다 매우 가볍고 유연하기까

지한 BasotectⓇ은 건설을 비롯한 각종 산업 분야의 소음 저감에 최

적화된 폼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기존 천장이나 벽에 손쉽게 시

공할 수 있고, 잔향 저감을 위해 신축 구조물 내부로 눈에 보이지 않

게 시공할 수 있다. BasotectⓇ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된 

Doug Wheeler의 설치 미술 작품 PSAD Synthetic Desert III에 쓰이

기도 했는데, 이 전시 작품에서는 BasotectⓇ을 사용해 주변 소리를 

5~10dB로 낮추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침묵이라고 느끼는 소음 수

준의 1/3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BASF는 메가시티에 전력을 공급하는 스마트 와이어, 가

정의 실내 공기를 지키는 고품질 실내용 페인트 및 재해에 강한 건

축자재 생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화학을 통한 스마트시

티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화란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18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30년 사이에 약 25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50년에는 세계인구 10명 중 7명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는 높은 에너지 소비, 교통혼잡, 환경오염, 소음공해 및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화학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BASF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혁신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인류의 도시 생활을 가꿔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