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Newsletter Vol. 63

02 생활 속의 바스프

08 생활 건강 이야기

13 바스프 여수공장의 새 소식

04 환경안전 칼럼

10 환경안전 상식

16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06 바스프의 환경안전

12 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

발행일·2021년 6월

발행인·임윤순 발행처·한국바스프주식회사 여수공장

BASF products for our daily life

02

생활 속의 바스프

기후 위기 시대,
작은 실천이 모여 물을 살린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질 오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지난 3월 열린 유엔 물·위생 보장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
은 “팬데믹에도 30억 명은 손 씻을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이 선진화된 세상에 살면
서 깨끗한 식수나 손 씻을 물이 부족한 수십억 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실패”라
고 밝혔다. 동시에 유엔은 오는 205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 위험에 처할 것이
라고도 전망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
고 있다. 농촌 지역은 봄, 가을 극심한 가뭄으로 매해 농사에 차질이 생기고, 도시 지역은 붉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등 수돗물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 94L의 물로 살아
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에 295L의 물을 쓴다(2018년 기준, 통계청). 코로나19
로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을 절약하고 덜 오염시키려는 실천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까? 가장 먼저 ‘물 발자국’을 줄여가야 한다. 물 발자국은 제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
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가령, 커피 한 잔의 물 발자국은 132L, 사과 한 개
의 물 발자국은 210L이다. 이 밖에 햄버거는 2,500L(1개), 쌀은 3,400L(1k당), 돼지고기는
5,900L(1kg당), 소고기는 15,000L(1kg)의 물 발자국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물 발자국을 줄이려
면 가급적 물건을 덜 생산해야 한다. 쉽게 생산해서 쓰고 버리는 소비생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의미다. 최근에는 물 사용량을 최소화한 공정으로 ‘물 발자국 인증’을 받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물을 정화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바스프의 울트라손 E는 조밀한 기공 분포와 높은 물 투과량을 지녀 식수 정화용 한외여과막
(ultrafiltration membrane)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속의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
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내화학성을 갖춰 식수 및 식품 가공 면에서 FDA와 EU의 식
품 접촉 인증을 충족해 병원 및 호텔의 필터 시스템과 샤워기에도 적용되었다. 이처럼 물을 깨
끗이 정화하는 기술과 물을 적게 쓰고 덜 오염시키는 생활 습관은 함께 가야 한다. 양치할 때
수도꼭지 잠그기나 샤워 짧게 하기, 설거지통에 물 모아서 설거지 하기,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
기 버리지 않기, 주방에서 사용한 기름 키친타월로 닦아내기 등 작은 실천을 간과해선 안 된
다.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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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 Safety Column

환경안전 칼럼

줄탁동시(啐啄同時)의 교훈
글. 이상율 위원

啐

啄

同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는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쫀다. 이
소리를 들은 어미닭은 밖에서 동시에 알을 쪼아 새끼가 알을 깨도록 도와주게 된다. 여기에
는 산모의 산고와 같은 신령함이 있다. 마치 어미가 밖에서 쪼려고 하면 새끼가 안에서 쪼지
않을 수가 없고, 새끼가 안에서 쪼려고 하면 어미가 밖에서 쪼지 않을 수가 없다. 일정한 시
간 안에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바로 질식해 죽기 때문에 정교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다. 새끼는 도움을 요청하고 어미는 도와주는 이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줄탁동시(啐啄

同時)’라고 한다. 스승이 제자를 깨우쳐 주는 것도 이와 같아 사제지간(師弟之間)의 덕목으로
회자(膾炙)하거나, 합심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줄탁동시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국가, 남북, 부부, 사제, 노
사 간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덕목이다. 이치를 공유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하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팬데믹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신종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220여 개국 1억
6702만8811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346만8022명이나 된다. 그야말로 지구촌이 초토화된 것
이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각 국가는 앞다투어 문을 닫고 인적 교류와
교역을 끊거나 줄였고,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인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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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검사, 검사비 무료, 드라이
버 스루 진단 방식 도입했다. 또한 감염자 동선 파악이 쉬운 앱을 개발, 공유하고,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멈추게 하여 방역 선진국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IT
강국답게 이미 기존에 발달한 기술을 의존하여 사람과 대면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
고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언택트(비대면)에도 강한 면모를 보였고, OECD의 국가별 1
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서 위상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이 우수한 나라로 정립하고 나라의 품격마저 높이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
에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에 반응하여 모든 국민이 즉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이 보여주는 최상의 줄탁동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줄탁동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자 이치이다. 이치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
할 때 성공과 발전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줄탁동시를 이루어 내려면 내가 ‘어미’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내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
야 하고, 기업이라면 내가 먼저 혁신과 신뢰를 쌓아 혁신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청
(傾聽)해야 한다. 어미닭이 알 속의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쪼는 가냘픈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
이다. 묵묵부답은 자칫 허사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스스로 준비
가 되어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변화와 혁신이라도 상대방이 갈망하고 있는
때를 맞추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이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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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in BASF

바스프의 환경안전

물 위험성 평가
(WRA : Water Risk Assessment)
시스템 소개
‘물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수질환경관리 및 비상대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부터 BASF 그룹은 생산시설 내 운영 및 발생되는
모든 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물 위험성 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사업장의 개선 효과를 이
룸으로써 비상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환경이 보호
되도록 책임감 있게 폐수를 관리하며, 우수한 물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 사업장 내 소방용수 보유 및 유출 및 누출 관리, 공정 폐수(예 : 스크러버, 증류), 세
척으로 인한 공정 폐수, 지표수 및 증기 응축수까지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1. 물 위험성 평가 방법(Assessment)
물 위험성 평가 수행 시엔 물을 크게 2가지, 즉 처리할 폐수(tWW)와 처리하지 않을 폐수로
구분한다. 처리할 폐수(tWW)는 공정 내 발생되는 폐수(스크러버, 증류수 등), 세척 및 헹굼수
를 말하며, 처리하지 않을 폐수(ntWW)는 오염되지 않은 물(냉각수, 응축수, 우수 등)로 수로
등으로 직접 배출 가능한 수질의 물을 말한다.
2가지 대상분류의 폐수는 사고 및 오작동 발생, 잠재적인 실패에 대한 감지 확률 등을 고려
한 발생가능성 Matrix table에 의거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손상(수역의 손상 또는 처리
에 미치는 영향 ex. 폐수 처리장의 성능) 등을 적절한 조치로 최소화하고자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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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 위험성 Matrix 구분도에 따른 위험도 평가 등급은 위험도 등급(Risk Class) 및 발생빈
도(Probablity)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위험도 등급(V)으로 완화조치하기 위해 안전장
치 추가 설치와 각종 시설개선 수행을 통해 비상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치 않고
외부적 환경 영향이 최소화하여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2. 화재에 따른 소방용수 보유량에 대한 비상대응 방안 평가 수행
(Assessment of Firewater Retention Measures)
화재 발생으로 인한 과량의 소방용수는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폐수 유출 흐름과 사업장
내 폐수처리시설 보호Concept을 고려하기 위해, 발생되어지는 각각의 소방용수 흐름에 대해
사전 보유량 개념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물리적 구조가 적용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둘째, 구조물에 추가 소방용수 보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자체적으로 입증된 보유량을 결정
하여 고려되고 있다.
셋째, 소방용수의 가능 보유량의 정량적 평가는 항상 화재 예방 개념의 요소로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일반화된 계산 방법과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차별화가 필요하나, 각 절차의 적
용 가능성은 주로 화재 부하 및 기술 화재 예방을 감안하여 고려된다.

소방용수 보유량의 부피는 물질별 보유 부피와 축적된 물질의 합 및 기타 요소 등을 감안하
여 구성되며, 일반적 계산 방법은 화재 면적 대비 소화(주수) 시간을 고려한다.

상기와 같은 조치는 오염된 소방용수의 차단되지 않은 확산을 방지하고, 물질 방출로 인한
해로운 특성 변화를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생되는 소방용수로부
터 주변 사업장 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 보유 조치방안을 수립해 관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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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health

생활 건강 이야기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특히 먹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세균의 번식 속도가 빨라 음식이 잘 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가 오면 살균효과가 있는
햇빛의 자외선량이 줄어드는 것도 세균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 여름을 뱃속 전쟁으로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알아두자.

여름 단골 불청객
‘식중독’ 예방법

장염과 다른 식중독, 걸리는 사람 따로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 14항에 따르면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한마디로 세균이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다. 반면 감염성 장염을 뜻하
는 배탈은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한다. 스트레스부터 오염된 음식, 사람과의 접
촉 등 원인이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균, 대장
균 등 다양하다. 그중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균은 바로 비브리오. 물에서 생활하
며 어패류를 오염시키는 균으로 주로 6월~10월 사이 활동한다. 다만 이러한 식중독균이 몸
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식중독
에 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 명이 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증상을 일으킬
만큼의 세균이 몸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같은 양의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식중독 증세가 더
쉽게 나타난다. 평소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한 사람도 식중독
에 걸리기 쉬운데, 위액이 부족하면 식중독균을 충분히 녹여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
름철 뱃속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소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
력 등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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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렸다고 지사제는 NO! ‘수분 보충’이 핵심
식중독에 걸렸을 때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장 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
를 배출하기 위한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를 멎게 하려고 지사제를 먹었다간
오히려 식중독 증세가 오래갈 수 있다. 자연적으로 체외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배출을 막아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식중독은 대개 하루 이틀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설사와 구토를
하면 체내의 수분·당·전해질 등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탈수를 유발하므로 수시로 물을 마
셔야 한다. 단, 물속에도 세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 당과 전해
질 보충을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거나 끓인 보리차 물 1,000㏄에 설탕 2티스푼과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어 마시는 것이 도움 된다. 이때 한꺼번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많이 마시면 장을
자극해 설사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다. 그런 다음 증세가 가라
앉으면 식사는 밥 대신 미음을 시도해야 한다. 장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해야 세균의 공
격을 받았던 장이 빨리 회복되기 때문이다. 미음이나 죽을 먹은 뒤 설사 증세가 완전히 멎으
면 밥을 먹어도 된다.
만약 설사와 구토가 하루 이틀 내 사라지지 않거나, 혈변이나 고열을 동반할 경우엔 빨리 병
원을 찾아야 한다. 장 점막이 파괴돼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 점막이 파괴
되면 혈액으로 세균이 퍼져나가 전신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의
사와 상의해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하다. 이런 증상은 대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만
성질환자에게 나타난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면 지체 말고 병
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성인보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TIP 식중독을 예방하는 일상 습관
•모든 음식물은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고에 넣는다.
•달걀, 생육은 반드시 5°C 이하 저온에서 보관한다.
•한 번 조리한 식품을 다시 먹을 땐 꼭 재가열해 먹는다.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같은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NO

•칼과 도마는 육류, 어패류를 구분하고 철저히 소독해서 쓴다.
•다진 고기류는 중심부까지 75°C에서 1분 이상 가열한다.
•어패류는 가급적 85°C에서 1분 이상 가열해 먹는다.
•음식 조리와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확인이 어려운 식품,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것은 과감히 버린다.
•여행지에서 취사할 때는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사용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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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HS

환경안전 상식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간에선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
중 하나인 대형마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즐겁고 안전한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 이용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와 함께 배우는
대형마트 안전 수칙
대형마트 사고 1순위 ‘쇼핑카트’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시설은 ‘쇼핑카트’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1월
발표한 ‘대형마트 안전사고 위해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쇼핑카트’가 166건(25.5%)으로 가
장 많았고,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159건(24.4%), ‘바닥 및 계단’ 92건(14.1%)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는 절반 이상이 쇼핑카트에서 발생했다. 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때문에 아이를 쇼
핑카트에 태우고 다닐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kg 이상의 아이는 태우지 말아
야 하며, 아이를 태울 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의 안전기준에 따라 대형마트 쇼핑카트에는 이러한 내용의 경고문구를 붙이도록 돼 있다. 하
지만 경고문구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심지어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
는 경우도 있다. 만약 쇼핑카트에 안전벨트가 없다면, 보호자는 아이가 절대로 혼자 카트에서
일어서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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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특히 위험한 ‘무빙워크’
쇼핑카트 사고가 주로 어린이에게서 일어난다면, 무빙워크는 60세 이상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물리적 충격에 약한 고령층 여성의 사고 비율이 높다. 이러한 무빙워크 안전사고는 6월
에서 8월 사이에 유독 많이 발생한다.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신고 무빙워크에 올랐다가 미
끄러지거나 발이 끼이는 사고가 왕왕 생기는 것이다. 여름철에 즐겨 신는 고무 재질의 샌들은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특히 위험하다. 작은 힘에도 쉽게 눌리는 특성 때문에 신발
이 랜딩 플레이트 안으로 말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에 가면 “‘크록스 샌
들’을 신고 무빙워크를 탈 땐 각별히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신발을
안 신더라도 저절로 움직이는 무빙워크를 탈 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저절로 멈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가 무빙워크를 탈 땐 반드시 보호자의 손을 잡고
타야 한다. 지난해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선 어린이가 호기심에 바닥에 손을 대고 있다가 무빙
워크 끝부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언제든 돌발 행
동을 할 수 있는 아이와 무빙워크를 탈 때는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간혹 무빙워크에
있던 쇼핑카트가 굴러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무빙워크에 난 홈과 쇼핑카트 제어장치의
홈이 맞물려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제어장치의 고무 패드가 마모되면서 카트가 아래로 굴러
가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무빙워크 위에서도 항상 쇼핑카트를 잡고 있어야 한다.

마트를 뛰노는 곳이 아닌 배우는 학습장으로!
이밖에도 바닥의 물기나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 직원이 상품을 옮길 때 쓰는 핸드
자키나 카트와 충돌하는 사고 등 대형마트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소비자의 주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 것들이다. 하지만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통
제하기란 부모로서도 쉽지 않다. 이때 단순히 뛰어다니지 말라고 혼을 내기보단 ‘대형마트 쇼
핑 교육’을 통해 공공 예절과 경제 교육을 함께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일례로, 독일의 슈퍼
마켓에선 어린이들이 어린이용 카트를 끌고 쇼핑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직접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와 돈의 개념을 익히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
인지 생각하는 소비 습관을 기르게 하려는 것이다. 대형마트를 어린이가 뛰노는 곳이 아닌 어
린이가 배우는 곳으로 만든다면 안전사고도 훨씬 줄일 수 있다.

TIP.

대형마트 쇼핑을 통한
어린이 교육 방법

➊ 집에서 자녀와 함께 마트에서 구입할 ‘쇼핑 목록’을 만든다.
➋ 마트에 가서 아이가 상품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한다. 단, 혼자 두지는 않는다.
➌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라면 물건의 가격, 용도 등을 점원에게 직접 묻게 한다.
➍ 정해진 시간 안에 쇼핑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안내해준다.
➎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구입한 상품들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물건의 이름과 용도를
설명하고, 사 온 음식 재료로 함께 요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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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ASF

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

삼성전자 안전 문화 캠페인 참여
Participation in the Samsung Electronics Safety Culture Campaign

지난 4월 말,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안전캠페인인 ‘기본으

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조언자 활동, 안전인사, 안전서약서

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Return to the BASICS 1, 2, 3)’ 활동

& 안전사랑 카드 등 주요 활동들이 실제 하고 있는 모습 그대

이 영상을 통해 삼성전자 DS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소개됐다.

로 꾸밈 없이 담겼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Return to the BASICS 1, 2,

해당 영상이 삼성전자 DS사업 부문 내 전 임직원 약 56,000

3)’ 캠페인은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 한 번 더 생각하고’, ‘둘!

명에게 바스프의 모범사례로 사내 포탈, 사내 방송 등을 통해

서로 말해주고’, ‘셋! 다 함께 지켜’ 안전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

소개됨으로써 바스프의 안전철학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용이다.

앞으로도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

이번에 소개된 영상은 바스프의 작업장 내 안전 문화와 듀폰

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은

의 사무실 내 안전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컨셉으로, 여수공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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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 공 장 의

새 소 식

2021년 관리감독자 교육

즉시 수리를 진행하

Education for managers and supervisors in 2021

고 있다. 이번 장비
점검을 통해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해 근
로자가 안전하게 작
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OSHA 18001 갱신 심사
KOSHA 18001 renewal audit
한국바스프㈜ 여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2021년 4월 KISA를 통해 관

수공장은 지난 3월

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다. 여수공장은 연간 16시간의 관리감

10일, 11일 양일간

독자 교육 중 8시간은 분기별 집체교육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

KOSHA 18001 갱

며, 그 외 8시간은 KISA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신 심사를 진행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관리감독자의 핵심 업무, 위

다. KOSHA 18001

험성 평가, 사고 예방대책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2021년 관

은 안전보건공단에

리감독자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개인 간 거리

서 진행하는 안전

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실시했다.

보건경영시스템으
로, 재해예방과 기

Breathing Air 장비 점검

업손실감소 활동을

Inspection of breathing air equipment

체계적으로 추진하

지난 3월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Breathing air 장비 점검

기 위한 자율안전보

을 실시했다. Breathing air 장비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매

건 체계이다. 지난

우 중요한 장비로, 주로 밀폐공간 작업에서 호흡용 보호장비

3월 여수공장은 KOSHA 18001 연장 심사를 통해 취득했다.

로 사용되고 있어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

KOSHA 18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정에 따라 2022년 6

수공장은 반기에 한 번씩 외부 전문 업체와 함께 장비 점검을

월 30일까지만 유효해, 2022년에는 KOSHA-MS 인증 전환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 점검으로 발견된 이상 부분에 대해선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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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여수공장의 새 소식

온실가스 배출량을 위한 명세서 검증 수행

밸브 등과 같은 비점오염원 Point를 직접 측정했다. 향후 보완

Verification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statement

이 필요한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작업 후 2차, 3차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재측정 및 확인 작업까지 약 35,000 Points의 비점오염원에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대한 화학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관리하도록 많은 부분 노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 검증’을 지난 3월 10일 한국

력해 나갈 것이다.

품질재단(KFQ)으로부터 받았다. 효율적인 명세서 작성 검증을
통해 파악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녹색성장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기본법에 따라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

Acquisition of ISO 45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너지 사용 계획에 반영돼 친환경적인 사업장 유지관리에 기여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할 예정이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
난 3월 29부터 4일간 ISO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측정

45001 인증 취득 심사를 진

Measurement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dioxin)

행했다. ISO 45001은 작업자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3월 14일 TDI 공장에서 가동·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대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경영시

(다이옥신 및 퓨란류) 측정을 외부측정분석기관에 의뢰해 수

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여수

행했다. 측정 결과는 소각물질에 의한 다이옥신 생성 정도 및

공장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다이옥신 방지시설의 효율을 파악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경영 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인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사용될 계획이다. 여수공장 폐기물

평가를 받기 위해 한국품질재

소각처리시설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제거하

단(KFQ)로부터 검사를 받고,

기 위한 방지시설로,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을 설치, 가동

ISO 45001 인증서를 지난 5월에 취득했다. 한국바스프㈜ 여

해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03년 첫 가동 이후

수공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경영을

현재까지 다이옥신 배출은 법정 배출 기준(1나노그램)의 1/10

실시해 나아갈 것이다.

정도인 0.1나노그램 미만의 안정된 수치로 가동 중이다.

환경경영시스템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갱신 심사 수행
비산배출원화학물질 배출량(PRTR) 조사 수행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energy management

Investigation of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

system renewal audit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및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재갱신을 위한 사후감사를
수행했다. 본 심사는 한국품질재단(KFQ)에 의해 진행됐으며,
수검 결과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재인증을 받
았다. 특히 작년 규격 전환 심사에 따른 사후 적정운영관리 여
부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업으로 실행을 위해 많은 부분 노력할 예정이다.

2021.1Q 소방기동대 훈련
Fire brigade training for the first quarter of 2021
지난 3월, 총 5회에 걸쳐 상반기 소화기동대원 직무 교육이
여수공장 내 비점오염원에 대한 보고대상물질 배출량관리를

실시됐다. 여수공장은 반기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의 안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6주간 외부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대

전 확보를 위해 소방기동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수 훈련,

상물질(28종)에 대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설비의 플랜지,

SCBA 및 PPE 착용, 밀폐공간 구조, Water shield 설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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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특별안전점검 실시
Special safety inspection of petrochemical companies in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4월 여수시 산단환경관리사업
소로부터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특별안전검을 받았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규정 이행상태 및 협
력업체 안전관리 실태 등 안전사고 취약시설 중심으로 수검을
받았다. 해당 수검을 통해 여수공장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다
시 한번 돌아보고 개선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이론 교육을 시행 후,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Employee Dialogue with CEO

훈련을 시행했다.

Employee dialogue with CEO

공기질 측정 실시(공기호흡기, 실내)
Air quality measurement (air respirator, indoor)

한국바스프㈜ 대표이사로 새로 부임한 임윤순 대표가 지난 4
월 20일 여수공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임직원들과 대화의 시
간을 나눴다. COVID-19에 대비해 최소한의 임직원만 참석한
이날 Employee Dialogue에서 신임 임윤수 대표는 간단한 본
인 소개와 직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감 없이 이어갔으
며, “한국바스프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내 화학 산업과 고
객·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힘쓰
겠다”고 말했다.

PUR plant Pre-RC audit
지난 4월과 5월 직원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 호흡

바스프 그룹 본사의 정기 안전 점검인 RC(Responsible Care)

기 및 사무실 공기질 측정을 진행했다. 공기호흡기 공기질 측

audit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RC audit은 사업장의 안

정은 공기호흡기 내에 산소, 수분, 오일 미스트, CO, CO2 등

전, 보건, 환경 등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수일에 거쳐 평가

의 정상 기준 여부를 확인했으며 면체 기밀테스트를 추가로

하는 검사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의 2021년 RC audit 대

시행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미

상 공정인 PUR plant는 해당 수검에 앞서 3차례 Pre RC audit

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총 10개 항목을 기준으

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상태를 사전에

로 측정했다.

재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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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round us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맑은 날씨를 위하여
For fine weather that everyone can enjoy equally

1999년, 마이클 만(Micheal E. Mann)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바탕으로 바스프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줄여

‘지난 천 년간 북반구 기온 중 20세기 기온이 가장 높다’라고 요약되

갈 것이며, 동시에 모든 산업 분야의 고객이 자사 제품의 탄소 발자

는 ‘하키스틱 곡선’을 발표하여 기후 변화를 알리고, 이를 부정하는

국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바스프

이들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올해 초, 저서 <The New Climate War:

그룹의 전 세계 CO2 배출량은 2,190만 미터톤으로, 이는 1990년과

1

The Fight to Take Back Our Planet>을 통해 그는 기후 변화를 관

비교해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1990년 대

망하는 이들(inactivists)이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였다고 전했다. 그러

비 약 60%를 감축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이며, 이는 유럽 연합의 목

나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태풍, 허리케인, 산불 등 기후변화로 발생

표인 55% 감축 목표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

한 자연재해에 사용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통해 정부와 기업은 적

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신기술로 대체하고자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

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EGS경영 및

매진하고, 세계 최초의 전기 가열 증기 분해기용 파일럿 용광로를 구

그린 뉴딜 정책을 비롯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은 단순히 윤리

현하고자 사빅(SABIC) 및 린데(Linde)와 함께 연구하는 등 외부 기업

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책으로서 패러다임 전

과 여러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환을 나타낸다.

맑은 하늘이 삶에 미치는 영향
2050 넷제로(Net Zero) 선언

최근 한국형 SF로 각광받은 영화 <승리호>가 보여준 미래사회는 누

지난 3월 28일, 바스프는 2050년까지 CO2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

구나 누릴 수 있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부 계층에 의해 독

제로(Net Zero)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저공해 및 탄소제로

점된다. 머지않은 시기에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사회적

기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를 크게 상향 조정

불평들을 가속화시켜 소외된 약자들을 더욱 참혹한 환경에 내몰 것

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청량한 날씨와 환경이 소수의 점유물

발표했다. 마틴 브루더뮐러(Martin Bruderm ller) 바스프 그룹 이사

이 되지 않도록, 화학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바스프의 기후

회 의장은 “새로운 기후 중립 목표는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바스프

중립을 위한 2050 넷제로(Net Zero)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의 결의와 약속을 의미한다.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기후 변

으리라 기대해 본다.

화에 대응해, 공정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바스프는 가치사슬의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1 한예경, [Books&Biz] 기후가 곧 자본인 시대…‘기후행동’을 욕망하라, 매일경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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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1998년 : ISO 14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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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ISO 45001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