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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바스프

MZ세대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을 고려한 소비 활동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후 위기를 해
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부담감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
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부터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이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맨 먼저 소개할 것은 리필스테이션이다. 이름 그대로 ‘리필’을 하는 곳으로,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
져와 내용물만 담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가게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생긴 리필스테이션인 알맹상점
이 지난 2020년 6월 문을 열었던 당시에만 해도 국내에 리필 전문 매장은 많지 않았으나, 현재는 전
국에 150개 이상으로 늘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 거래 등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MZ세대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굳이 새 물건을 사
지 않고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함으로써 물건의 수명을 늘리고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배출되
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인기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2020년 이뤄진 중고 거래가 나무
1,770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은 인터넷에 기록한 사진과 글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터센터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1%가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불필요한 메일
이나 스팸메일을 정리해 저장된 데이터 줄이기, 스마트폰과 인터넷 창 다크모드로 설정하기, 콘텐츠
를 이용할 때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하기 등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들이다.
이 밖에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플로깅,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 등 여가를 즐기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나 리유저블컵(다회용 컵)
을 사용하는 것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에 발맞춰 일부 카페나 식당에선 소
비자가 음료를 구매하면서 다회용 컵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
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거·세척하는 서비스에 비용 부담이 들다 보니 더 많은 업체로
확대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바스프의 폴리페닐설폰(PPSU·Polyphenylsulphone)(울트라손 P3010) 소재는 가볍고 견고해
리유저블 컵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열가소성 폴리머 소재를 사용한 리유저블 컵은 여러 번 재
사용될 수 있어 포장 폐기물 감소에 기여하고 순환 경제를 지원한다. 내화학성 소재인 울트라손 P
3010은 세척제와 고온의 식기 세척기에 쉽게 견디며 멸균 과정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특성이나 시
각적 외관을 잃지 않는다. 바스프의 글로벌 울트라손 사업개발부 게오그 그래셀(Georg Graessel)은
“바스프의 폴리페닐설폰 소재는 우수한 인성과 내화학성을 지녀 기존 소재에 대한 고성능의 지속가
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고객에게 디자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매일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즐길 때 환경을 생각하는 양심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거창한 활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즐겁게 실천하는 MZ 세대의 ‘생활 속 환경 운동’. 지구의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전 세대가 함께 관심 갖고 동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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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s Environmental Safety

바스프의 환경안전

사업장 환경매체별 영향방지대책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Impact by
Environmental Medium in Sites

대기총량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최적의 대기관리부분 추구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대기배출허용총량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당 사업장은 오염물질(질
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연도별(’20~24년)로 할당된 기준치 미만으로 배출하기 위해 배
출 방지시설은 물론 각종 오염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오염물
질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량을 대기총량관리 기준량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스팀제조시설은 저유황 함유 유연탄을 사용하며, 최적의 탈황효율을 적용하기 위
한 안정적인 연소 온도 850도를 유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선택적 환원촉매에 대한 주기적인
교체주기 및 Online Analyzer Monitoring에 의
한 투입량 조절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화학물질에 의한 악취
및 VOC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We DO++(생산성 향상) 활동은 물론 매년 예
방정비 계획을 설정,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법규
대비 3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물
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 관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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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방지시설 _사업장 소각시설 및 중화탑 전경

수질 부분
사업장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발생 공정에서 1차 처리한 후 오염 부하량을 저감하고 있다. 특히 오염 부하량이
높은 공정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이용해 오염 부하량을 최대한 줄인 후 사업장의 자체 폐수처리시설(생물학적 처
리시설)에서 1차 처리하여 안정된 상태의 폐수로 만든다. 이렇게 1차 처리된 폐수를 유입승인 농도 대비 50% 미만으로
지속 처리할 수 있도록 방류수는 물론 유입수 Points에 Online Analyzer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처리농도 모
니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환경관리(주) 여수사업소(폐수종말처리장)에 전량 이송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
비해 비상집수조(Emergency Basin, 12,000㎥)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공장 내 폐수 종합처리시설

소음저감 활동

소음, 진동 부분
사업장 내 Plant 신증설 공사 및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발생원 발굴을 실시하고 있
으며, 방진, 방음, 차음 시설을 설치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사업장 공정 구역 내 작업환경 및 경계 부지에 대한 소음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소음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해 모니터
링하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 부분

지하수 검사

사업장의 토양오염 유발 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모든 저장 시설에 해당 저장 용
량의 Dike 등을 설치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 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전문검사기관(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정기적(1회/2년)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있으
며, 검사 결과 특정 토양오염은 대부분 검출되지 않아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토양오염 방지조치 탱크의 부식 방지를 위해선 탱크 설치 시 표면처리, 1차 도장, 2차
도장, 마감처리 도장, 탱크 저판의 이면을 아스팔트 샌드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하고 훼손 부
분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최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탱크 파손 시와 같은 비상시에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탱크 내용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류벽(Dike)을 설치했으며, 특정 토양오염 유발 시설 설치 시
엔 내부적으로 지하 매설 탱크나 배관을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설을 설치할 경
우에는 정기적으로 배관의 leak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여수공장 내 공정 지역 및 저장
탱크 주변에 대한 지표수 및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수 측정공(총 24Points)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자체 지하수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해 오염도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토양오염도 검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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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for our daily life

생활 속의 화학 이야기

더운 여름 쿨하게 만들어줄

화학적

흔히 ‘화학’이라고 하면 복잡한
화학식과 실험실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가운데 다양한 화학 현상들이
숨어 있다.
실험실보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일상 속 화학 이야기.
더위가 더위인 만큼 ‘열’과 관련된
두 화학 현상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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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운 여름엔 무슨 색 양산을 써야 할까?
A.

‘복사열’을 알면 검은색 양산!

뜨거운 여름, 야외 활동의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양산’이다. 과거엔 중년 여성들이 즐겨 쓰는
아이템으로 인식됐지만, 요즘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용하는 여름 필수 아이템이 됐다. 그런
만큼 디자인도 각양각색. 하지만 양산은 ‘색’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차이 난다. 어떤 색의 양
산을 쓰냐에 따라 시원한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색깔마다 복사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사열은 매개 물체 간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전해지는 열을 의미한다. 바닥 난방을 따뜻하
게 하면 방 안 전체에 훈기가 도는 것이나 진공 상태인 우주공간에서 태양열이 지구까지 전달

?

되는 것이 모두 복사열 현상이다. 이와 달리 고체, 액체, 기체로 된 매개물을 통해 열이 전달되
는 것은 전도열, 대류열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복사열은 빛의 색에 따라 더 전달되거나 덜 전
달되기도 한다. 가령 흰색은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다. 당연히 열을 흡수하는 양도
적다. 반면에 검은색은 빛을 거의 다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
열뿐 아니라 지면에서 반사된 복사열까지 흡수한다. 때문에 뙤약볕 아래에선 ‘검은색’ 양산이
가장 실용적이다. 보기엔 더울 것 같지만, 반사되는 빛과 복사열이 적어 밝은색의 양산에 비해
훨씬 시원하다. 여기에 양산 겉면에 자외선 차단 코팅까지 되어 있으면 금상첨화. 지글지글 타
는 도로 위에 나만의 그늘막을 만들고 싶다면 검은색 양산을 펼쳐보자!

Q. 쿨토시는 왜 시원할까?
A.

답은 ‘기화열’에 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여름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있다. 등산, 낚시, 골프, 자전거 등 취미 생
활의 종류는 달라도 같은 점이 있으니 바로 팔에 쿨토시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잖아도 더
운데 왜 토시까지 하는 걸까? 팔을 따듯하게 하거나 보호하는 일반적인 토시와 달리 쿨토시는
입는 순간 시원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땀이 많을수록 더 시원하게 느낀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화열 때문이다.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외부로부터 흡수하
는 열을 말한다. 손에 묻은 알코올이 증발할 때 차갑게 느껴지는 현상이나 숲속에 들어가면 시
원한 느낌이 드는 현상, 등산하다가 땀이 마르면 추워지는 현상 등이 모두 기화열과 관계있다.
쿨토시에 사용된 냉감 섬유는 이러한 기화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특수 화학 처리된 소재
를 사용해 땀이 기체로 증발하면서 주의의 열을 빼앗아 가는 흡열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땀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시원하게 느낀다. 만약 더위는 느껴
도 땀이 나지 않는 체질이라면, 쿨토시에 물을 적당히 묻혀주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옷의 소
재로 흔하게 쓰이는 면은 땀을 잘 흡수하지만, 물과 친한 성질이 있어 빨리 증발시키지 못한
다. 반면에 냉감 섬유는 땀 흡수가 빠르면서 금방 마른다. 이러한 냉감 원단은 세탁을 할수록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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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이야기

‘무더위, 가마솥더위, 찜통더위’ 이름만 들어도 답답한 더위가 찾아올 무렵,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온열질환이다. ‘더위 먹었다’는 말로 가볍게 넘겼다간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처법을 알아본다.

역대급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온열질환 주의보
‘인류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조절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진화했다.’ <따뜻한 인간의 탄
생>을 쓴 한스 이저맨의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거나 힘에 부칠 때도 있다. 몸
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 열에 노출돼 체온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그
렇다. 이때 생기는 여러 건강장애를 ‘온열질환’이라고 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잦아지
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부터 7월
28일 사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356명)보다 2.4배 많았고, 사망자는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75.6%를 차지했으며, 나이로
는 50-60대(41%)가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될 온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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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중 가장 무서운 ‘열사병’

어질어질하다 쓰러지는 ‘열실신’

열사병은 외부 열로 인해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열실신은 더운 곳에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려 혈액 순환이 원

하지 않는 질환이다.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하다.

활해지지 못할 때 발생한다. 혈압이 떨어지고 뇌에 산소가 부족해

열사병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등의 증상

실신하거나 현기증이 나며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이다. 특

이 나타난다. 또한 호흡이 얕고 느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한

히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생기는데,

다. 만약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한 후에도 2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체온을 내려줘야 한다. 옷을 벗기거나 선풍

쓰러지는 것 외에도 피부가 차고 습하며 맥박이

기 바람을 쐬어주거나,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큰 혈관이 지나가는

약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대고 열을 내리는 처치가 필요하다.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게 한 다음, 다리를

과도하게 땀 흘리다가 생기는 ‘열탈진’

머리보다 높이 두는 게 좋다.

흔히 ‘일사병’, ‘더위 먹은 병’이라고 부르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땀을 많이 흘려 염분

아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열경련’

과 수분 손실이 클 때 발생하는데, 심한 갈증

열경련은 말 그대로 열이 높아져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

이나 피로감이 주된 증상이고 식욕감퇴, 두통,

한다.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어깨 등의 근육에 30초 정도 경련이

구역, 구토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열사병과는

일어나는데, 심할 때는 2-3분간 지속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

다르게 맥박이 빠르고 약하다. 온열질환이지

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온열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체온 자체는 크게 상승하지 않아 38.9℃를 넘지 않는 것도 특

모든 연령대에선 열탈진 환자 수가 가장 많았으나, 5세 미만 소아

징이다. 만약 더위로 인한 탈진이 의심된다면 물을 섭취하고 염분

에선 특히 열경련 환자가 많았다. 이러한 열경련이 발생했을 땐

을 보충해주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주고,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

더위로 인한 피부 이상 반응, 열부종·열발진

지해주는 것이 도움된다.

열로 인해서도 몸이 붓는 증상인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열부종’이라고 한다. 주로 손이나 발, 발목에 나타나며 햇빛에 오
래 노출된 부위가 부어오르고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 열부종이 발
생했을 땐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게 좋다.
열발진은 ‘땀띠’라고도 한다. 땀구멍이 막혀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작은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경우다. 주로 가슴의 윗부분
이나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겹치거나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잘
생기며,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발진용 가루나 연고
를 바르는 게 치료에 도움된다.

09

Tips for EHS

환경안전 상식

TV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음식 관련 콘텐츠다. 음식을 만들거나 먹거나 광고하거나
하는 내용이 즐비하다. 그만큼 먹는 일에 진심인 우리. 하지만 먹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얼마나 마음 쓰고 있을까? 그 무심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구를 풍요롭게 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대해 배워보자.

밥상 위 탄소발자국을 줄여라!

저탄소 식생활
우리가 매일 챙기는 한 끼의 식사는
절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생명 유
지에 꼭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일
이면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행
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 맺
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구
의 운명을 결정 짓는 일이 될지도 모
른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자연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먹거리는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
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는 의미다. <탄소로운 식탁>의 저자
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며 먹거리 문
제를 논하고자 한다면, 고기냐 채소
냐를 선택할 게 아니라 고기든 생선
이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어떻게 시
스템 자체를 탄소 중립으로 바꿔나
갈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저탄소 식생활로 개선해보자는 의
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식생활, 다
음과 같이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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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위주의 식재료로 단순하게 조리하기
소의 트림이나 방귀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소를 포함해 우리가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이 교통수단이
내뿜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육식을 끊고 채식으로 돌아서는 게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순 없다. 육류 소비를 어느 정도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상태의 식재료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자연에서 채취한 식재료를 단순하게 조리하면 탄소 배출량은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가령 최대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메뉴는 대표적인 저탄소 식단. 반면에
고기를 푹 고아 만드는 설렁탕은 무려 10kg의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콩나물국(0.2kg),
북엇국(0.3kg)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평소
단순하게 조리해서 먹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

버려지는 음식 없게 냉장고 다이어트하기
날 것의 식재료를 단순하게 조리해 먹어도 정작 음식을 버리거나 냉장고에 쟁여둔다면 결코 저탄소
식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버려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미 불필요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셈이
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전 과정에서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진다. 수확 전후로 버려지는 양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0%까지 높
아진다. 식품의 생산 및 소비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세계 배
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중 3분의 1이 쓰레기 때문에 배출되는
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2020년 기준
516만 톤이다. 전체 쓰레기의 23%로 하루 평균 1만 4천여 톤이 버려지고 있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자꾸만 새것을 사서 쟁여두는 습관을 버리고 신선한 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먹는 습관이 중요하겠다.

음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에 관심 두기
맛과 영양소는 문제없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이나 채소를 ‘못난이 농산물(일명 어글리 푸드)’이라고 한다. 미국과 유럽
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가보다 30-50% 가까이 저렴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일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가운 것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못난이 농산물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온라
인 장터는 물론 흠마켓, 어글리어스, 프레시어글리 등 못난이 농산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켓 등이 생겨나면서 농가 수확량의 1/3을 차지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도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식재료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푸드 업사이클링’도 주목받고 있다.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쿠키 반죽,
병아리콩 삶은 물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병아리콩 스낵 등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점점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은 살리는 저탄소 식생활,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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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여수공장을 찾아서

서울 EHS팀과 함께한 현장점검

한국바스프(주) 여수공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완료했다.

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또한, 5월 11일에는 임윤순 대표이사가 공장을 방문해 점검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이하 중대재해처벌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

부, MOC(변경 관리)에 따른 참여도 등에 관해 대화를 통해 직

제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접 확인했으며, 현장 상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수칙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여수공장은 바스프의 안전 철학과 안전

및 자체 작업 매뉴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등이 실제로 지켜

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안전

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34개의 지적사

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뿐 아니라 직원

항을 발견했으며, 5월 31일까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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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 공 장 의

새 소 식

Breathing Air 장비 점검

비산배출원 화학물질 배출량(PRTR) 조사 수행

Breathing Air Equipment Inspection

Investigation o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지난 4월, 한국바스프 ㈜

(PRTR) for Fugitive Emission Sources

여수공장은 Breathing air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5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

일까지 외부 측정 전문기관

Breathing air 장비는 근

을 통해 비산배출원 화학물

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매

질 배출량(PRTR) 조사를 수

우 중요한 장비로 주로 밀

행했다. 한국바스프 ㈜ 여수

폐공간 작업에서 호흡용

공장 내 보고대상물질 배출

보호장비로 사용되고 있어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량 보고 및 관리를 위해 실시

중요하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반기에 한 번 해당 장비

된 이번 조사에선 보고대상

를 외부 전문 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장비 점검으로 발

물질(37종)을 취급하는 플랜

견된 이상 부분에 대해선 즉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

지, 밸브 등과 같은 35,000

비 점검을 통해 장비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근로자가 안전

point의 비점오염원을 직접

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ISO 환경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수행
Follow-up Review on ISO Environmental and Energy

온실가스 배출량을 위한 명세서 검증 수행

Management System

Verification of Specification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안전경영시스템(ISO 45001), 환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경경영시스템(ISO 14001) 및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갱신을 위한 사후심사를 수행했다. 사업장 내 생산팀을 비롯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 검증’을 지난 2월 24-25일

한 지원부서를 포함한 총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받았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KFQ) 주관 하에 관련 ISO 규격 및 요구사항에 대한 운영 현

은 사업장 내 폐열·부생가스를 이용한 스팀 공급 및 태양광

황과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들은 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영 및 개선해갈 예정이다.

유지·관리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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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프 여수공장의 새 소식

자발적인 지하수 환경조사 수행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는 2022 상반기 일반/특수 건강

Voluntary Groundwater Environment Survey

진단 출장 검사를 지난 4월 총 8일에 거쳐 진행했다. 이번 검

지난 3월 28일 사업장 내 24개

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 직업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포인트에 대한 지하수 샘플을 채

청력보호구 핏테스트, 스트레스검사, 대사증후군예방을 위한

취해 일부 측정공에 대해선 보수

인바디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사후관리 대상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특

자로 선정된 이들에겐 직업병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건강 관리

별한 오염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

가 진행될 예정이다.

타났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오
염도 검사를 수행해 지하수가 오

응급처치 재교육 실시

염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First Aid Refresh Training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바스
프㈜ 여수공장은 자발적인 지하수 환경관리체계 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 인정량 현장조사 수행
Field Survey on Resource Circulation Recognition Amount
한국바스프㈜ 여수
공장은 폐기물 최종
처분율과 순환 이용

BASF 지침에 따라 각 부서에 선임된 응급처치요원(생산부서

률 제고를 위한 자

10%, 지원부서 5%)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재교육(8H)을 실시했

원순환 인정량 승

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실습, 상황별 응급

인을 위해 지난 2월

처치(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등) 등을 포함해 8시간씩 교대조별

21일 환경부 및 한

로 총 4회를 실시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

국환경공단 현장 조

가 됐다. 대상자들에게는 응급처치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

사를 수행했다. 당 사업장 내 폐기물 인정량 품목은 국내 최초

티커(안전모부착)가 제공되고, 향후 2년마다 응급처치 재교육

인 만큼 현장 시설기준, 폐기물 유해 성분 유무 등 인정량 승

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을 위한 사항을 여섯 명의 심사원이 세밀히 검토했으며, 현
재 최종 승인검토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한국바스프㈜ 여

CMR 물질에 대한 여성근로자 교육

수공장은 차후에도 지속적인 폐기물 재활용 순환 이용률 향상

Education of Female Workers for CMR Substances
화학공장에서의 여

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성근로자 건강 보호

2022 상반기 일반/특수 건강진단 실시

를 위해 산업보건의

General/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 the First Half of 2022

문재동 박사가 여
성 근로자를 대상으
로 CMR(발암성, 생
식독성, 생식세포변
이원성) 물질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교육했다.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유해성이 더해져 생식건
강에 대한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건강
한 습관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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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용 보호구 공기질 평가
Air Quality Assessment of SCBA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KOSHA GUIDE 및 내부 지침에
따라 공기호흡기(SCBA) 내부 공기질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공기호흡기 내에 있는 공기에 대해 산소, 수분, 오일미스트, 일
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항목으로 정상 기준 여부를 확인
하는 평가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공기호흡기(SCBA)에
대한 공기질 평가 외에 정확한 보호구 착용을 위한 호흡기 밀
착도 검사(핏테스트)도 추가로 실시했다.
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및
대통령상 금상 수상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 Presidential Citation and Presidential Award at the 47th

‘2022년 여수상공대상’ 경영 부문 수상

National Quality Management Convention
지난 2021년 11월

Won Yeosu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8일 서울 코엑스 열

Awards 2022 in Business Management Category

린 ‘제47회 국가품

한국바스프㈜ 여수

질경영대회’에서 한

공장 이운신 공장장

국바스프㈜ 여수공

은 지난 1월 4일 여

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공회의소 챔버

및 대통령상 금상

홀에서 열린 ‘2022

을 수상했다. 대통

년 여수상공대상 시

령 표창을 수상한 이운신 여수공장장은 여수공장 생산 제품의

상식’에서 지역 상

부적합율 제로화와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

공업의 육성 및 발

혁신 활동을 추진한 공로 및 정밀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유

전과 기업 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

기화학 염소 유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국산화에 성공함으

여한 공로로 경영 부문에서 여수상공대상을 수상했다.

로써 수입대체 효과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 등
을 인정받았다. 또한 우수품질조 부문의 제안사례 부문에서는

2022년 이웃 나눔 성금 전달

반재윤 선임계장, 강연욱 차장이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

Donated “Fund for Sharing with Neighbors” in 2022

틱 원료인 울트라손 압축공정개선을 통한 고장시간 감소’라는

한국바스프㈜ 여수

주제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공장은 이웃 나눔
성금 모금을 전개해

2021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성료

1천 47만 원의 직

Successfully Completed “Kimchi Sharing for Love” in 2021

원 성금과 노동조합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은 지난 12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쌍봉

기부금 1백만 원,

동주민센터에서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김

회사 기부금 5백만

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총 5Kg 김장김치 250박스를

원, 총 1천 6백 47

정성스럽게 담아 지역 내 경로당과 홀로 사는 어르신, 다문화

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운신 공장장과 이승철 위원장은 지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저

난 2월 9일, 사회복지시설 4곳(여수YWCA 산하 요보호아동

소득 가정 250세대에 전달했다. 이운신 공장장은 “코로나19

그룹홈 ‘늘푸른집’, 여수시노인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

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진 우리 주위의 어

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웃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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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around us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
탄소발자국 줄이기

래를 돕고 있다. 최근 바스프는 글로벌 생활·산업용품 기업인 헨

Reducing Carbon Footprint, the Effort to Revive Earth

균형 접근법(Biomass balance approach)을 통해 헨켈에 연간 약 11

켈(Henkel)과 협력을 통해 유럽 지역 세탁 및 홈 케어, 뷰티 케어 사
업 내 대부분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석 탄소 원료를 대체할 수 있도
록 향후 4년 동안 재생 가능한 원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

만 톤의 화석 공급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 원료를 공급해, 결과
적으로 약 20만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탄소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무라벨

상된다. 헨켈의 대표 제품인 퍼실(Persil), 프릴(Pril), 화(Fa) 및 샤우마

생수, 탄소저감 비행 노선, 재활용 의류제품처럼 탄소 배출량은

(Schauma)와 같은 핵심 브랜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

하나의 소비 기준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탄소 경영

로 더 많은 밸류체인에서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전환 및 기술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고, 친환경 소비도 전 세계적인

바스프의 바이오매스 균형 접근법은 기존 화학 공급원료를 유기 폐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기물, 작물 또는 식물성 기름 등에서 추출한 재생 가능 자원으로 대체
해 화학 생산의 첫 단계에서 사용한다. 그 다음 바이오 기반 공급원료

지구온난화의 주범 탄소 그리고 탄소발자국

의 양은 인증된 방법을 통해 특정 제품에 할당된다. 이렇게 생산된 바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사슬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개념이 생겼다. 영국의회 과학기술처(POST)

스프의 바이오매스 균형 제품은 국제적 인증기관인 독일의 튀브 노
..
르트(TUV Nord)의 REDCert2 인증 절차에 따라 화석 원료를 재생 가

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능한 원료로 대체 가능함을 인증받았다.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kg)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시대

탄소발자국 제도는 기존 소비재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개인 차원에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친환경

‘1.5℃ 지구 가열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
용이 보고됐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가 간의 협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바스프의 저탄소 제품과 솔루션

력, 정부의 정책과 지원, 혁신적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환, 소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을 선언한 바스

자들의 인식 전환 이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프는 전력, 저탄소 증기, 바이오 기반 원료, 그리고 고효율 프로세스

있다. 아직까지는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선택 폭이 좁고 가격 경쟁력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저탄소 제품과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낮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또한 탄소발자국의 투명성을 위해 약 45,000개 판매 제품에 대

공급을 초월해 높은 생산 원가를 뛰어넘는 시장 가치를 지닐 것이다.

한 제품 탄소발자국 계산이 가능한 자체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했다.

바스프는 지속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해 탄소 절감에 기여하고, 미래

이러한 바스프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많은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미

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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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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