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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바스프

Cob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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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해야
‘진짜 친환경’
친환경 산업으로 손꼽히는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종식은
앞당겨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
다. 바로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수명이 보통
7-15년 정도다.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의 성능이 초기에 비해 70% 수준 이하로 떨어
져 교체가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0년 275개에 불과했지만,
향후 2025년 3만1,696개, 2030년 10만7,520개로 급증할 전망이다. 곧 배터리 쓰레기가 어마
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
물론 수명이 다한 배터리라고 해서 곧바로 폐기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 차량 운행을 위한
성능 측면에선 수명이 다 됐더라도,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다른 용도로 최소 3년에서 최
대 10년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가 손상돼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폐배터리를 고온에서 태우거나, 고운 가루 형태가 될 때까지 갈아내 코발트, 니켈, 리
튬, 망간 등의 원재료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같이 국내에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료들이라, 친환경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료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
한 공정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는 독일 슈바르츠하이데에 위치한 양극활물질 생산 단
지 내에 배터리 재활용 시범 공장을 신설했다. 오는 2023년부터 가동 예정인 시범 공장을 통
해 수명이 다한 배터리 및 생산 폐기물로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는 재활용 공
정을 개발하고 기술 최적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바스프 글로벌 귀금속·기본금속 서비스 부문
총괄 마티아스 도른(Matthias Dohrn)은 “바스프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투자와 선도적인 양
극활물질 제조공정 기술을 통해, 양극활물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업계 표준 대비
60%까지 줄이면서 제조공정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바스프는 자동차 OEM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자동차 업체의 비용 절감은 물론 전체 산업계의 자원 소비 감
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폐배터리로부터 무해하고 안전하게 원재료를 뽑아내는 기술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
폐배터리 반납 의무와 유통 등 관련 규정이 국내에 부재하다는 점 또한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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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 Safety Column

환경안전 칼럼

안전을 넘어 사회 친화로!
글. 유도희 CAP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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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적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
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에 대한 큰 도전에,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 정
부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과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서민들은 생계를 위협
받는 고단한 일상 가운데 한숨이 깊어 가고 있다.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안전’을 ‘사회 친화’와
연결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자체들이 각각 아이 키우
기 좋은 도시, 즉 ‘아동친화도시’,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열
심히 홍보하고 있다. 그 밖에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등도 소
개되고 있다.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열렸다. 189개국 정부 대

protect
woman's
rights

표, 유엔 관련 기구와 민간단체 대표 등 5만여 명이 참가해 여성 인권 향상을 위
한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그 방안이 논의되었다.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되
도록 여성과 빈곤 문제를 포함한 12개 주요 관심 분야에 관한 전략 목표와 행동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성 스스로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
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편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
하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02년 말, 정책 과정에서 여성
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도구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별 특성에 따른 성별 요구와 형평성을 법령,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남녀가 같
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녀평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확
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임신·출산·보육의 부담, 고용 불평등 문제 등 성
별 격차 요인의 해결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이 있는 여수시는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이다. 2009
년 전북 익산시를 제1호로 시작으로 매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과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정책을 여성친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
다. 남녀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보
장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 제정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이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안전은 생명 존중에서 비롯된다.
그 어떤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바로 ‘안전 감수성’으
로 이어진다. ‘안전’이 담보된 사회환경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친화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여수산단에 있는 모든 회사가 경영에 있
어서 안전을 바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환경과 안전에 대해 상식이 통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한국바스프 환경안전협의회(CAP) 위원 활동을 하면서 항
상 원하는 바이다.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의 소식지를 통해서 ‘생활 속의 바스
프, 생활 건강 이야기, 환경 안전 상식,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바스프의 환경안전’
등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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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in BASF

바스프의 환경안전

BASF GHG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소개
How BASF is managing Green House Gas(GHG) emissions

BASF는 전 세계 바스프 사업장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저공해·탄소제로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
출을 저감하는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고 2050년까
지 넷제로(Net Zero,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
는 것)가 되도록 투자·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로드맵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과
기술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Our commitments to reaching
the Paris Climate Agreement

2030

25%
CO2 emissions
reduction
(compared with 2018)

2050

net zero
CO2 emissions1

Climate protection: How we become CO2-neutral

첫째, PCF(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 탄소 발자국) System
바스프는 2007년부터 개별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측정해왔다. 또한 자체 개발한 디지
털 솔루션을 통해 BASF 포트폴리오의 전 제품 4만 5,000여 개의 탄소 발자국을 2021년 말
까지 제공하고자 한다. 제품의 사용 가능한 공정 배출, 에너지 수요 및 Upstream 배출을 기
반으로, 제품 생산부터 출하 과정까지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탄소 발자국 측정은 바스프의 핵심 전략인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화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
는 것이다. 바스프는 고객에게 제품별 배출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밸류체인을 따라
최종 소비재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여 대체 원료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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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trategic CO2 Transparency Tool(전략적 CO2 투명성 평가관리) System
사업장 내 발생되는 공정 배출과 Utility 에너지 소모량, 제3자부터 제공받은 탄소 발자국 등
모든 데이터를 취합·관리하기 위해 개발 중인 AI 프로그램에 디지털 솔루션을 반영해 모든
온실가스 데이터를 통합, 밸류체인이 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1)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CO2 관련 기본 데이터의 조화 추출
2) 제품에 대한 적절한 CO2 할당을 위한 BASF의 글로벌 생산 밸류체인에 따른 데이터 통합
3) 전문가 및 비전문가 관점에서 마케팅 및 보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위와 같은 SCOTT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데이터 입력 관리가 필
수적이며, 이는 바스프그룹에서 이행 중인 GHG RESHA(Reporting ESH Application) 시스템
보고를 중심으로 Operation DB, Gabi DB 등을 통해 취합된다. 또한 RESHA System에서 보
고된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는 외부 온실가스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심사를 받아
적합한 산출방식 및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Greenhouse gas emissions
Indexed(1990 = 100)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World 1990
36.4 billion
metric tons

BASF 1990
40.1 million
metric tons

1990

1995

2°C secenario
Target 2030:
25% reduction
compared
with 2018

BASF
greenhouse
gas emissions

2000

2005

2010

BASF business as usual
Target 2050:
Net zero
emissions

BASF 2018
21.9 million
metric tons
2015

2020

BASF Carbon
Management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셋째,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신기술 투자
장기 계획의 핵심은 신기술을 통해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CO2 배출 저감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생산 공
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점진적 전환을 통해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계
획이다.
위와 같이 기술 투자와 온실가스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은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후변
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7

Tips for health

생활 건강 이야기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으로 입 냄새가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오죽 하면 마스크가
외모 평준화와 입 냄새 자가점검 등 부가기능을 갖췄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마스크 속 구취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자.

마스크 속 구취 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냄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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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냄새를 부르는 구강 건조
구취의 70% 이상은 입 안의 문제로 발생한다. 구강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충치, 잇몸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입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때는 해결 방법이 단순하다. 입 안을 청결하
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가장 기본은 역시 양치질. 칫솔은 물론 치실이나 치간칫
솔, 구강청결제 등을 이용해 혀를 포함한 입 안 곳곳을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특히 입 안에 치
약이나 구강청결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잘 헹구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치약은 항미생물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취를 감소시켜 주는 작용을 하지만, 치약에 든 계면활성제 성분은 침 분
비량을 감소시켜 구취 유발 인자인 황화물 가스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구강 호흡도 같
은 원리로 입 냄새를 키운다.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불편해 입으로 자주 호흡하게 되는데,
이때 침이 마르면서 입 안의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로
호흡하는 게 좋다. 평소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도 입 안을 덜 건조하게 한다. 흡연이나 약물 복
용은 구강건조증을 더욱 심하게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의식적으로 물을 더 자주 마셔주자.

단전에서 올라오는 입 냄새?
구취의 원인이 꼭 구강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도 의심
해볼 수 있다. 우선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코로 숨쉬기 힘들어서 습관적으로 구강
호흡을 하다 보니 입 냄새가 심해진다. 편도염이 있는 경우에도 일명 ‘목똥’으로 불리는 편도
결석이 생겨 독특한 입냄새가 난다. 이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거
나 치료하면 대체로 쉽게 줄어든다. 반면 소화기 질환으로 인한 구취는 좀 더 복잡하다. 장기
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 가령, 위식도 역류 질
환이 있으면 식도로 위산과 음식물 찌꺼기가 역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이때는 해당 질
환을 치료하고 위장의 운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된다. 또한 드물지만 신장이나 간의 기능
이 약해지면서 구취가 나기도 한다.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
내 요소 농도가 올라가 화장실 냄새 같은 악취가 나고, 간 기능이 약해지면 메르캅탄이라는 황
화합물을 배설시키지 못해 일부가 폐를 통해 입과 코로 배출된다. 이런 경우라면 소화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대인 관계의 걸림돌 되기도
구취를 일으킬 만한 신체적 요인이 없는 데도 구취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망상(가성) 구
취’라고 한다. 실제 구취를 호소하는 이들의 약 30%가 객관적 진단 시 구취의 징후나 관련 질환
을 찾아볼 수 없는 망상 구취 즉, 구취공포증에 해당한다. 구취공포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
인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 냄새로 타인을 불쾌할까 봐 관계 맺기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이처럼 입 냄새가 걱정돼 움츠려 들 것 같으면, 치과를 방문해 구취측정기 등으
로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게 낫다. 다만,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구취가 시작됐다
면, 마스크 재사용이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록 입 안의 냄새가
마스크에 스미거나 구강 내 혐기성 세균이 마스크 안쪽 면에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 냄
새로 괴롭지 않으려면 구강위생을 청결히 하고, 마스크는 되도록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09

Tips for EHS

환경안전 상식

추운 겨울, 살짝 언 도로 위의 블랙아이스는 폭설보다 위험하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기후 온난화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욱 늘어가는 블랙 아이스 사고,
그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 아이스 사고 막는 법

블랙 아이스 교통 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블랙 아이스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얼음 덩어리에 먼지와 매연이 뒤엉켜 시커먼 탓에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러한 블랙 아이스는 여러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도로 위에서 한 번 녹았던 눈·비가
완전히 증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져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개 낀 습
한 날 지면에 수분이 얼어붙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어는 비’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과냉
각 상태(어는 점 이하지만 액체 상태)의 빗방울이 영하의 표면과 만날 때 발생한다. 도로 표
면에 닿는 순간 빗방울이 얼어붙어 도로가 얼음으로 얇게 코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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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 블랙 아이스 구간 알아두기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검은색을 띠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다. 때문에 이러한 블랙 아이스가 특히 잘 발생하는 구간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바로 다리 위나 터널 입·출구, 굽은 도로(커브 구간), 산이나 강, 호
수의 인근 도로 등이다. 일반 도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때문에 결빙 속도가 느리지만,
다리(교량)는 지표면으로부터 공급되는 열 없이 공중에 떠 있어 빨리 얼고 늦게 녹는다. 터
널의 앞뒤 구간도 노면 온도의 차이가 커서 도로 결빙에 취약하다. 굽은 도로는 종일 그늘이
지는 경우가 많고, 산기슭이나 강, 호수 옆 도로는 습도가 높아 빙판길 형성에 유리하다. 이
런 구간들을 통과할 때는 규정 속도보다 20-50%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 또한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의 연쇄추돌사고는 10분, 20분 연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제설된 차선과 다른 차들이 다닌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
하는 좋다.

NO

2. 급조작, 급제동, 급가속은 NO!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을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블랙 아
이스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속도를 못 줄였다면 급격히 핸들을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
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혹시 차가 미끄러진 경우에도 핸들의 방향을 틀지
말고 브레이크를 짧게 툭툭 밟아주는 ‘펌핑 브레이크’를 시도해야 한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
려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다가 차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차가 미끄러질 때 차의 회
전 방향과 반대로 운전대를 순간적으로 돌리는 카운터 스티어(counter steer)를 시도하는 경
우가 있는데,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더 크게 미끄러지는 리버스 스티어(reverse steer)로
이어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블랙 아이스 구간의 제동거리는 눈길보다 6배, 일반도로
의 14배 이상 높다는 것을 명심하자.

3. 스노우 타이어 장착 & 타이어 사전 점검
‘스노우 타이어’라고 불리는 겨울용 타이어는 눈길뿐만 아니라 빙판길에서도 유용하다. 추운
날씨에도 탄력성이 유지되도록 천연고무 성분 등이 첨가돼 경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접지면
홈에 굵고 깊은 주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 겨울철 빙판길에서 제동거리를 20% 이상 줄여주
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계절 타이어는 영상 7도 이하에선 고무가 딱딱해지면서
제동거리도 늘어난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위험이 가중
되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 장착을 법으로 의
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의무 기간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
험 등의 혜택을 없애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스노우 타이어라도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겨울철
빙판길에선 낮은 속도에서 가속, 조향, 제동을 하면서 차량의 반응과 노면 상태를 파악한 후
주행하는 안전 습관이 필요하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늘어나니 주기적으로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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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ASF

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

2021 Global Safety Days 진행

UCC contest 시상식

티나는 칭찬

Safety Walk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 바스프의 안전 강조 행
사 주간인 ‘Global Safety Days’ 기간을 맞아 ‘We care, Stay Safe (우리의 안전, 우리
가 살핍니다)’라는 주제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GSD(Global
Safety Days) 행사는 전 세계 모든 BASF 공장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직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공정운영을 위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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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lens를 활용한 현장 점검

공무팀 UCC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 안경(MS Hololens)을 통해서, 경연진의 화상 공정 점검을 진
행했다. 이어서 UCC Contest, 3분 안전 스피치 대회, 티나는 칭찬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GSD 행사를 통해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바스프의 기업가치를 환기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
하는 것은 우리 직원뿐 아니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명임을 되새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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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On
바 스 프

여 수 공 장 의

새 소 식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실시

2021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On-site inspections under the National Safety

Work environment audit in 2H 2021

Inspection scheme

지난 10월 한국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이해

바스프 여수공장

MDI와 TDI의 암모니아 냉동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은 작업환경 측

번 점검에는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KGS가 참여했으며, 기본

정을 실시했다.

적인 법적 규제 준수사항과 안전을 위한 점검사항을 세세히 살

작업환경 측정

폈다.

은 화학물질, 중
금속, 소음, 분

TAR 대비 공기 호흡기 장비 점검

진 등 유해인자

Examination of respiratory protection equipment in

190종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preparation for TAR

측정 결과, 여수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

TAR 작업을 대비해 지난 11월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과 건강

을 넘은 근로자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호를 위한 공기호흡기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가를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통해 장비의 면체부터 산소통까지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TAR 작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4분기 대면 집체교육
Q4 face-to-face workshop

소방합동 훈련

지난 10월, 한국

Joint fire drill exercises

바스프 여수공장
은 사업장의 전
임직원과 협력업
체 직원을 대상
으로 4분기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 그동안은

지난 10월 15일, 소방서와 함께 소방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11월로 예정된

번 합동 훈련에선 소방차와 장비에 대한 구조 및 조작 방법 등

정기 연차보수를 앞두고서는 작업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대

의 이론 교육 시행 후,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 상황을 조치하는

면 실시해 더욱 안전한 정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책

훈련을 시행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주기적인 비상훈련을

상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참여 인원을 조절하는 등 방역수칙을

통해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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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 협력업체 간담회

소각로 주변환경영향평가 및 정기성능검사 수행

TAR suppliers mee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ound incinerators and
한국바스프 여수

periodic performance inspections

공장은 정기 연

지난 7월(1차)과 9월(2차),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로의 주변환

차보수 작업에

경영향평가(1회/3년) 및 정기성능검사를 수행했다. 한국바스프

앞서 지난 10월

여수공장은 측정결과를 통해 소각물질에 의한 다이옥신 생성

29일 협력업체

정도 및 다이옥신 방지시설의 효율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소

안전 간담회를

각로 주변 지표수(하천수) 및 복합 악취를 분석해 주변 오염도

실시했다. 이번

측정을 통해 환경영향도 파악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

간담회에선 10

소화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연차보수 작업을 사고 없이 완료하기 위
해 안전관리사항 및 행동강령사항을 전달했으며, 공장장 당부사

자율적인 지하수 환경조사 수행

항 및 협력사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Voluntary groundwater environment survey
한국바스프 여수

EHS 특별 워크숍

공장은 지난 9월

Special EHS workshop

29-30일 양일간
한국바스프 여수

사업장 내 24개

공장은 대표이

측정공에 대한

사인 임윤순 대

지하수 샘플을

표와 함께, 지난

채취하고, 일부

10월 19일 EHS

측정공에 대해

특별 워크숍을

내부 Cleaning

진행했다. 여수

및 보수작업을

공장의 안전한

진행했다. 지하

공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

수 환경조사는

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안전

분기별(4회/1년)

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특별한 오염지
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수행해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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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round us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친환경 배터리에서
지속 가능성을 찾다
Discovering sustainability in environmentally friendly batteries

친환경(eco-friendly)은 모두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라이프 스타
일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지 오래다.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 보호
에 힘써야 한다는 의식이 공동체 전반의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발맞춘 다양한 친환경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단기적인 마케팅 차원
의 접근에서 벗어나 동물, 사람, 기후 등 지구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
여 미래까지 생각하는 관념으로서 기업의 기술 연구의 방향과 사업

1 배터리 재활용을 연구
중인 바스프 연구원들
2 고성능 배터리 소재의
핵심인 바스프의 전구체
양극 활물질 (녹색, 갈색
파우더), 탄산리튬(백색
파우더) 및 양극 활물질
(흑색 파우더)

전략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지
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대두는 각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딩 컴퍼
니의 주요 화두로서, 산업 간의 경계를 넘어 연대를 꾀하여 고객과

양극활물질 생산 단지 내에 배터리 재활용 시범 공장을 신설하였고,

지역 커뮤니티,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9월에는 중국 배터리 소재 선두기업 샨샨(Shanshan)과 함께 설립

개발해 활용하는데 기여하는 철학으로서 자리 잡았다.

한 배터리 소재 합작사 ‘BASF Shanshan Battery Materials Co., Ltd.’

최근 바스프는 다양한 관계사들과 친환경 배터리에 대한 상호 기술

가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같은 달,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및 솔루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5월, 배터리 양극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과는 양극

재 선두업체인 유미코아(Umicore)와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

활물질(Cathode Active Materials, CAM) 및 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

동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상호 특허 사용(Cross-License) 계약을

리 소재 솔루션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체결했다. 양극활물질(Cathode Active Materials, CAM)은 전기차 및

‘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는 다음 세대가 보다

기타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안전성 및 비용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바스프의 의지를

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구체와 양극활물질의 개발 및 이

나타낸다. 고객과 사회를 위한 화학을 창조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들의 상호작용은 배터리 셀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바스프만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후

다. 또한 7월에는 포르쉐와 커스텀셀(Customcells)의 합작 회사인 셀

변화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인 만큼 바스프는 2050년까지 탄소

포스 그룹(Cellforce Group)의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한 독점

중립 달성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적인 셀 개발 파트너사로서 바스프가 선정됐다. 이번 협업의 일환으

을 증대하고 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을 늘리며 화학 물질 제조를 위

로 바스프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배터

한 새로운 무탄소 공정의 개발과 배포를 가속할 예정이다. 친환경 배

리 셀을 위한 고에너지 HEDTM NCM 양극활물질을 독점 제공하게

터리에 대한 바스프의 진심이 미래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보

되었다. 또한 같은 달 독일 슈바르츠하이데(Schwarzheide)에 위치한

다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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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les.kim@basf.com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환경안전 인증획득 현황
1994년 : ISO 9001 인증
1998년 : ISO 14001 인증
2000년 : KOSHA 18001 프로그램 인정

2006년 :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우수사례 대상
2007년 : 대
 한민국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0년 : 녹색경영상 대통령상 수상

2013년 : ISO 50001 인증
2021년 : ISO 45001 인증
2021년 :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