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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삼성은 1992년 5월에 환경방침을 대내외에 발표하였고 1996년 5월에는 녹색

경영을 선언하였으며 1997년 6월에는 에너지경영 선언문을 공표하였습니다. 벌써

삼성 녹색경영이 대내외에 공표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삼성 녹색경

영은 삼성 각 사에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관한 영역을 경영차원으로 격상시

켜 경영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삼성은 제품, 공정, 사업장, 지역사회 등 기업경영의 모든 영역

에서 녹색화를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이미 1997년부터 매년 우수사례

집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안전, 보건분야의 위험성 저감에 대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Ⅴ)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삼성 녹색경영이 원가절감, 에너지 효율 개선 등과 같은 경영이익의 창출은 물론

위험성의 저감을 통해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

으로 수행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20세기 인류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계무역

센터의 쌍둥이 타워가 비행기 납치에 의한 자살테러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져 내

리는 것을 경악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잠

재되어 있는 순수위험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까지도 단계별로 분석·

평가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서의 위험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서의 위험성 저감에 관한 사례를 공개함으

로서 자극과 교훈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례집의 또 다른 발

간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삼성 녹색경영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

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2월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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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우수사례 >

부문 사례명 사업장명

경영

-인간공학 인증 프로그램 개발로 산업재해 예방

-환경회계 도입을 위한 사업장 적용 사례 연구

-"환경안전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

안전교육 확대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우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삼성종합화학 서산사업장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제품

-가전제품 폐기단계에 대한 LCA 및 비용분석 수행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가전제품 자원화시스템 구축

-환경친화 레이저 프린터 개발로 환경경영대상 수상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공정

-TFT-LCD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유해가스

사용량 저감

-Mold공정 금형 세정방법 변경에 의한 폐기물 감소

-공정개선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

-약품 및 공정개선으로 악취와 VOC 발생량 저감

-수평 동도금 공정개선으로 원료 사용량 및 폐액

발생량 저감

-서냉로 배가스 폐열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삼성SDI 부산사업장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사업장

-6시그마 경영기법 적용에 의한 산업재해율 저감

-6시그마 기법에 의한 오수처리장 Ultra Filter

성능 개선

-축열식소각로 설치로 VOC 및 악취 배출량 저감

-방재 및 시설 관리시스템 통합관리로 효율 제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자체처리율

확대

-Best Practice 따라하기 운동으로 환경안전

관리비 절감

-환경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 관리

능력 제고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로 무재해현장 달성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삼성테크윈 1사업장

삼성석유화학 울산사업장

호텔신라 서울사업장

삼성서울병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지역

사회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환경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한 사회환경교육 기여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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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공학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로 산업재해 예방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 최근 국내외적으로 비인간공학적 작업장 설계로 인한 직업병이 급격히 증

가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산재보험료 절감, 이익증가, 법규 준수, 재해감

소, 도덕성, 생산성 향상 등의 의무감과 기대감으로 인간공학을 경영에 반

영시키고 있음. 국내에서는 1997년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환자의 16%

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

○ 전자업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자가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단순반복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산업재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적 특성, 신체 특성, 작업도구 및

방법, 신체의 근력 특성, 작업환경 부문별 연구를 통하여 작업설계, 작업장

설계, 작업도구 및 작업환경 표준을 구축하고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기 위

한 인간공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함.

○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항목별 평가결과를 토

대로 개선의 방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OSHA, ILO 등의 인간공학 평

가 기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문제점 도출과 그에 대한 기계, 도구, 작업공간,

색채, 작업자, 작업환경 등의 개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본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업자별, 라인별, 사업부별 평가 및 개선

추진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인간공학 인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장 전체에 인간공학 인증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인간공학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으로 작업자의 안전

성 및 편리성을 우선하는 작업장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재해요소의

사전제거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됨.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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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회계 도입을 위한 사업장 적용 사례 연구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가치경영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회계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의 환경세 부과, 금융기관

에서의 환경안전성 평가를 통한 대출 금리의 결정 등 그 기업의 환경안전

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선진 각 기업에서

는 자 기업의 환경비용을 환경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음.

○ 이에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은 환경회계 기준의 정립 및 향후 환경회계

시스템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사전에 짚어 보는 차원

에서 환경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는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음.

○ 당사 환경비용의 산출에 있어서 투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기여부분을

파악하여 환경투자로 산정하였고 또 이들 비용의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이

환경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들 기준의 설정이 어려웠으며, 인건비 부분

에 있어서는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환경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 인건비 중 환경안전에 포함되는 비용의 산출 및 할

당에 어려움을 겪었음.

○ 또한 환경개선 효과 중 무형효과에 대한 환경비용 연계성을 산출하기 곤

란하였으며 이런 과제의 해결점 모색이 환경회계의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사료됨.

○ 당사의 환경비용은 1999년 27억원으로 1998년 대비 4.3억원의 절감을 가

져 올 수 있었으며 이는 폐수처리장의 합리화, 폐기물 절감운동의 실천,

현업부서의 환경개선운동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환경회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 등 이해관계자의

절대적인 협조 및 통계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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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안전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교육 확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 환경안전에 대한 법정 교육을 현실감있는 On-line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적, 장소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임직원의

환경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함.

○ 학습 내용

- 과정명 : "환경안전 리더쉽 과정"

- 부서 및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알아야 할 환경안전 기본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4개 "파트(환경, 안전보건, 방재, 보안)", 17개 "장"

·환경부문 : 환경관련 법규 및 사내관리 규정(대기, 수질, 폐기물 外)

·안전보건부문: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사내관리 규정(기계, 화공, 보건 外)

·방재부문 : 소방관련 법규 및 사내관리 규정(소방시설, 전기, 가스 外)

·보안부문 : 보안관리 사내규정

○ 교육대상자 : 전사 간부, 생산부서 반장 및 조장, 환경안전담당자 및 스탭

○ 교육관리

- 학습기간 : 30일 내 20hr 수강(1일/1hr 수강 원칙)

- 진도 50% + 평가 50% (총 평가점수 70% 이상 시 수료 가능)

- 진도체크(시스템 체크) : Skip만으로 교육수강 불가능

- 중간평가(총17회) : 각 "장"(1hr 분량)을 수강 후 평가문제를 풀어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추어야 다음 "장"으로 이동 가능

- 최종평가(총4회) : 각 "파트"에 대한 수강 후 1회에 한해 응시 가능

○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 완료(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환경안전 지식 및 의식 향상에 따라 환경안전사고 근절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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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삼성종합화학 서산사업장)

○ 화학산업은 많은 유해·위험물질을 생산·취급·저장·판매하기 때문에 사고 발

생시 대형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인적·물적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피해 또한 매우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환경·품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그러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경영

시스템과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합하여 재구축한 사례임.

- 목적으로는 업무수행시 비효율성 제거, 경영자원의 합리화, 인적자원의 전

문성 향상, 성력화(소인화) 및 시너지 극대화 등에 있음.

- 방법으로는 전담 TF 팀을 운영하였고 기존 보유 기반과 기법을 활용함.

-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구성요소간 요건내용의 최소공배수화, 규정·규칙과

관련문서의 전산화 및 개정판 관리, 경영자와 근로자의 이해와 설득, 유효

성 검증 등이 있음.

- 통합의 효과에 있어서는 급격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시스템의 구축, 유사 시스템(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Responsible Care 등) 도입의 용이성, 정착기간의

단축, 고객의 신뢰성 향상, 조직원의 의식전환, Electronic Document의

구축 등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당사의 통합경영시스템(SHE&Q) 구축사례는 기업문화의 특성,

조직원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타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최적의

Business 전략 도구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영

시스템 운영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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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우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 자동차 내장재 및 각종 가전제품의 외장재의 원료인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을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온·고압으로 운전되는 기술집약적 장

치산업이며 화재·폭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누출에 의한 환경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화학공장으로 공정 내에서

누출된 오염물질의 공장 밖 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 내 일반배수로

에 유수분리조인 우수집수조(Bumping Pond)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부서에서만 DCS(분산제어시스템)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였고

Staff 및 타 부서에서는 현장 육안 확인 외에는 감시 기능이 없어 이에 대

한 교환 감시기능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내 전산망에 우수집수조의 모니터

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 기존의 시설관리부서에서만 감시할 수 있었던 것을 공장 내 어디에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요 환경시설의 상시 모

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육안 및 시스템 점검으로 교환 점검체계를 이룩

하여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됨.

○ 추진 내역

- 전산화 방안 검토 : 2001년 9월(환경안전팀)

- 시스템 연결여부 검토 : 2001년 10월(환경안전팀, 시스템개발팀)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 2001년 10월(시스템개발팀)

○ 추진 결과

- 주요 환경시설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요 관리시설의 교환 점검 가능

- 오염물질 누출사고의 사전 대응 및 최소화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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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전제품 폐기단계에 대한 전과정평가 및 비용 분석 수행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 제품의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환경성 분석이 필수적임.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

경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정받고 있음.

- 전과정평가시 현장조사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은 평가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본 과제에서는 전과정단계 중 최종단계인 폐기단계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당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기시나리오 및 다음과 같은 폐기 데

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음

- 재활용 DB (9개) : Compressor, ABS, HIPS, PP, Nonferrous Metal,

Clutch, Oil, Saltwater, Electric Wire

- 소각 DB (2개) : 삼성전자 소각로, S업체 소각로

- 기타 DB (1개) : 삼성전자 폐수처리장

○ 국내외적으로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폐

가전제품의 처리방안 및 처리비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

가구조 검토 시 고려되지 않는 폐기비용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으로써 폐기비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폐냉장고 540ℓ급 1대(106㎏)와 세탁기 10㎏급 1대(45㎏)를 대상으로 함.

- 냉장고의 폐기비용은 30,690원으로 제조원가의 6.9%, 세탁기는 9,843원

으로 제조원가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폐기공정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결과는 2001년 11월 한국전과정평가학

회에 발표되었으며 관련 논문은 2002년 학회지에 수록될 예정임.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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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가전제품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처럼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 소각처리가 아닌 폐기물을 최대한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 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이룩하고자 함.

-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생산자 자율 재활용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폐가전제품은 다종의 부품소재로 조립되어 중량과 부피가 커서 매립이나

소각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소재의 재자원

화 가치가 높은 특성도 있어 재자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추진내용

- 충남 아산시에 국내 최초의 폐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센터 건립(연간 처리

능력 26만 7천대)

- 고객이 사용하고 버리는 폐가전제품을 100%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폐가전제품 회수센터 : 22개소, 폐가전제품 회수차량 : 90대)

- 삼성전자는 LG전자, 대우전자 등과 함께 2000년 6월 국내 최초로 환경부

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함.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설립하여 전국을 4개 지역(수도권, 중부권, 영남

권, 호남권)으로 구분하고 리사이클링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중부권과 영남권이 가동 중에 있음.

○ 추진결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제품의 전생애 책임주의를 실현하여 폐

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자원화를 정착시킴.

- 판매와 제조의 역공정을 이용하여 회수 후 재자원화(Recycling)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전과정평가(LCA)의 신속한 정보를 생산단계

즉 제품설계, 부품소재 선택 등에 반영시켜 한층 더 재자원화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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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친화 레이저 프린터 개발로 환경경영대상 수상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디지털프린팅 사업부는 제품의 개발기획부터 제조,

A/S까지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 진행으로 관련부서간 정보교환 및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체제를 일찍부터 굳혀 왔음. 이런 바탕 하에 설계·생산·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품의 환

경 유해성·분해성 및 재활용성 면에서의 환경친화 제품 개발에 노력해 왔

음.

○ 삼성전자의 레이저 프린터 사업은 수년간의 개발투자 끝에 지난 1991년

3월 시작되어 여러 모델들을 개발해 왔음. 그리고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

사에서 주최하는 환경경영대상 그린마케팅부문을 수상한 레이저 프린터

ML-6060은 199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 여름까지 만 1년 이상

개발이 진행된 모델임.

○ 또한 레이저 프린터 ML-6060은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국내 유일하게 취득했으며 에너지 절약마크, 에너지스타마크 등도 취득한

제품임.

○ 레이저 프린터 ML-6060은 국내 및 해외 11개국에 수출하는 모델로 비충

격 전자 사진 방식을 이용한 탁상형 레이저 프린터임.

- 독일 환경마크인 Blue Angel 규격에 적합한 재질들을 사용하였고 오존발

생량을 최소화하였으며 구동소음을 48dB 이하로 줄였음.

- 또한 토너절약 모드를 설정하였고 용지절약이 기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모드로 들어가게 하였음.

- 모든 환경조건에서 전사성능이 탁월해 토너낭비가 없고 폐토너 발생을 억

제하였으며 현상기 및 세트의 수명을 길게 하였고 사용한 카트리지는 폐

기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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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FT-LCD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유해가스 사용량 저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반도체와 TFT-LCD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사업장

으로 제조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

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포함되어 있음.

○ TFT-LCD 제조공정중 전공정은 Glass 위에 Transistor를 형성하는 공정

으로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며 박막증착(CVD) 및 건식식각(Dry Etch)

공정에서 주로 유해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건식시각에서 사용하는 가스 중 Cl2(염소)는 부식성이 강한 유독가스이며

SF6(육불화황)은 지구 온난화 규제 대상인 PFC 계열 가스로써 SF6의 지구

온난화 계수는 24,900(CO2 = 1)임.

○ Cl2에 의해 가스 선 연결부위와 주변 설비가 부식되어 다른 유해가스의

유출을 유발하며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킴. Cl2와 SF6은 건식식각 공정에서

필수 사용 가스로 인식되어 왔으며 안정적인 공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율

을 유지해 주어야 함.

○ Cl2를 O2로 대체하는 신규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Cl2 사용량을 개선 전 대

비 39% 수준, SF6 사용량을 31% 수준으로 감소시켰음. Cl2 사용량 절감

을 통해 년간 4천만원의 순수 재료비를 절감하였고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신규라인에도 동일 공정을 적용하여 Cl2 사용량을 Line Set-up 초기부터

절감할 수 있었음. 또한, 가스통 교환에 소요되는 설비 가동 Loss 및 인당

공수 절감을 통해 년간 5천만원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거두었음.

- Cl2를 사용하는 경우 식각 Chamber 내부가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고 부

착 된 Polymer가 잘 제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개선조건을 적

용 한 이 후 C h amb e r 가 비 교 적 깨 끗 하 여 예 방 보 전 (P r ev e n t i v e

Maintenance)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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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old 공정 금형 세정방법 변경에 의한 폐기물 감소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 반도체 조립 공정에 있어서 형성된 Pattern의 보호를 위해 Wafer와

Lead Frame을 금형에 넣어 EMC(Epoxy Molding Compound)로 고온 성

형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공정임.

○ 이런 과정에서 EMC 잔해물에 의한 금형 오염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Melamine 수지, Wax 수지에 의해 금형을 세정해 주어야만 하고 이

런 공정에서 불필요한 작업시간의 Loss, 폐기물 발생, 작업환경의 열악 등

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 물질을 개발하였음.

- 금형 세정방법은 Tablet 모양의 Melamine Compound를 사용하여 동더미

Frame을 이용, 금형 세정작업을 실시하므로 세정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연간 32톤이 발생하였음.

○ 당초 Melamine 수지를 사용하던 것을 Rubber Sheet(고무성분)로 대체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고무 고유의 악취로 인하여 현장 적용이 불가능

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Rubber Sheet내 휘발성 화합물질의 함량을

줄이고 성분을 재 구성하여 악취 발생을 대폭 줄였음.

○ 이런 효과로서 난분해성 폐기물인 열경화성수지가 연간 19톤이 저감되었

고 5.2억원의 원가절감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Cleaning시간 단축으로 장

비 대당 45분의 작업시간 단축을 이룩할 수 있었음. 이런 작업시간 단축

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장비 4대분(투자절감 4억원)의 투자 절감효과를 얻

을 수 있었으며 또한 무형효과로는 고온, 분진, 파편 등 열악한 작업환경

을 개선함으로써 직업병, 안전사고 발생요인 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 또

한 Cleaning성 향상, 나아가서는 환경안전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었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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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개선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은 삼성의 녹색경영 이념 중 "공정의 녹색화"를 실현

하고자 생산공정단계에서부터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오염배출원을 제거함

으로서 발생될 오염물질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개선활동을 실시함.

○ 주요 추진내용

- 공정개선을 통한 폐액 발생량 저감

·TFT 제조 세정공정 개선 : TFT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액 세정을 도

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약액(Etchant) 사용 주기를 기존

대비 2~3배 연장하고 공정 투입량을 줄여 폐액 발생량을 저감함.

- 약액보충 방법 보완으로 약액 유실량 저감

·TFT 세정설비에 공급되는 약액의 교체 주기를 일괄교체에서 순차교체

(Cascade)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기판반송 시 발생되는 약액 유실량을

저감함.

- 배기 비산폐액 방지

·기존설비에서 공정상 Spray, 고압분사에 의한 약액이 비산하여 배기로 유

실되었으나 Spray, 고압분사 시 Auto Damper를 설치하여 배기를 차단하

고 Mist Catcher를 설치하여 배기되는 응축 약액의 양을 저감시킴.

○ 추진 결과 및 효과

- 공정개선을 통해 폐액 발생량을 연간 1,035톤 저감하고 공정에 투입되는

약액을 연간 42.5억원 절감함.

○ 향후계획

- 기존 라인은 설비개조 후 확대 적용하고 신규라인은 전면 적용토록 함.

- 향후 PR Strip 공정에 사용되어지는 Strip 폐액에 대해서는 폐액 리사이

클 도입으로 폐액 발생 자체를 Zero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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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품 및 공정개선으로 악취 및 VOC 발생량 저감

(삼성SDI 부산사업장)

○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

데 삼성SDI 부산사업장은 사전물질평가제를 통한 약품사용 규제 및 친환

경 약품개발을 도모한 결과 악취 및 VOCs 발생공정을 개선하였음.

○ 1999년부터 시작된 악취 및 VOCs에 대한 문제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서는 제

품 생산부서와 TF 팀을 구성하여 무공해 사업장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하였으며 청청기술개발, 제조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무공해

Green 사업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공정정밀진단을 통해 약품대체 가능성, 환경개선효과 등 다각적인 분석,

검증으로 국내외 사업장에 확대 적용 가능한 마스크 탈지공정과 전지캔

제조공정이 선정되어 프레스공정의 오일을 무공해 포밍제로 대체함으로서

무탈지 공정(TCE 사용 무)으로 개선하였으며 전지캔 세정공정의 경우 탄

화수소계(엑시벤트)를 무공해 수계 세정제로 대체함으로서 공정 축소는 물

론 무공해 시설로 탈바꿈, 오염물질배출 Zero화를 실현하게 되었음.

○ 추진결과

- 악취 및 VOCs 물질 저감 : TCE 사용 중단 및 세정제 변경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저감(TCE 사용량 15,000kg/월→0kg/월, 탄화수소계→수계세정제)

- TCE의 사용 중단 및 방지시설 가동중단으로 연간 12억원 원가절감

- 청정기술 개발, 적용으로 유기용제 사용 폐지 및 작업환경 개선

○ 국내외 10개 사업장에 수평전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Zero화 실현

으로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17

13. 수평 동도금 공정개선으로 원료 사용량 및 폐액 발생량 저감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은 낙동강 하류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및 청정 해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환경오염의 규제가 타지역보다 엄격한 상황임. 이에

따라 다층인쇄회로기판(Multi Layer Board ; MLB) 생산공정 중 수평 동

도금 라인에서 도금역할을 담당하는 Cu 농도 관리시설 및 방법을 개선하

여 원재료 사용량 및 폐액 발생량(전기 동) 절감을 실현하고 공정품질 안

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친화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추진함.

○ 추진 내용

- 수평 동도금 라인 설치 완료 : 1차로 1999년 10월, 2차로 2000년 8월

- Cu2+농도 상승 문제 통보 및 개선 요청 : 2000년 4월

- New Redumat System 개발 및 Field Test : 2001년 2월~5월

- 당 사업장 적용 완료 : 2001년 6월

○ 추진 결과

- 유형효과(4.9억원/년)

·폐액 처리 비용 및 기타 Chemical 보충 비용 : 약 4.3억원/년

효과금액 = 1.0ℓ/㎡ × 863.79원/ℓ× 41,480㎡/월 × 12월/년

전기동 용액 폐기 시 ℓ당 비용 : 863.79원/ℓ

2001년 하반기 월 평균 작업량 : 약 41,480㎡/월

·Spare Parts(전극봉) 교체 비용 : 약 0.6억원/년

효과 금액 = 576개 × 220,000원/개 × 0.5

전극봉 단가 : 약 220,000원/개

0.5 : 설비 개선 시 Spare Parts 수명 약 2배 연장

- 무형효과

·유독물 취급량 감소로 유출사고 억제 및 설비부식 감소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위험 감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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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냉로 배가스 폐열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 TV와 모니터 브라운관용 유리를 생산하는 삼성코닝은「장치산업은 에너

지 다소비 업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에너지 절감이 곧 기업경쟁력

증대라는 인식 하에 전사적인 에너지 혁신활동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비

량의 10%를 절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또한 삼성코닝은 에너지 목표

관리와 에너지 투자 및 사용량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신기술, 신기법의

확산과 에너지 개선과제에 대한 정밀 진단 및 검증업무를 담당할 에너지

전담팀을 1997년 7월 구성하여 정기적인 에너지순찰을 통해 에너지 낭비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에너지 도우미 활동을 펼쳐 약 15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음.

○ 2001년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해, 성형된 제품을 연마공정으로 이송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연마 후 최종적

으로 물로 세척하고 전기히터를 통해 건조하여 검사공정으로 이송하는 라

인에서 개선한 경우임. 이때 연마 세척 후 제품 건조용으로 전기히터를 사

용하게 되는데 이를 대신해 서냉로에서 나오는 배가스(150~180℃)를 이

용하여 건조함으로써 연간 8천 4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하였음.

○ 세계 최초로 유리 서냉로의 배가스를 회수하여 연마공정 제품건조용 전기

히터를 대체하는 개선 과정에서 생산, 품질, 작업환경, 고객사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예측,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

나 과제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테스트, 분석 등

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하게 되었음.

○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발굴, 적용하여 21세기를 선도하

는 에너지절약 사업장을 실현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비 및 공

정개선 활동을 위해 매년 에너지비용의 10%를 투자하여 동종업계 최고의

에너지 원단위 및 CO₂원단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임.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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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시그마 경영기법 적용에 의한 산업재해율 저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 조선업 특성상 사람, 제품,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제품 자체에서

작업을 수행해야함에 따라 근본적인 안전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가설물에

의한 임시조치 등의 상태로 취약할 뿐 아니라, 많은 공정이 상, 하, 좌, 우

에서 혼합되어 작업함으로써 상호 간섭에 따른 사고발생 요인 등 안전확

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활동이 요구되는 사업장으로 시설, 제도, 교육

기타 안전활동 등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나 근원적인 안전

조치가 취약한 임시 가설물, 사람위주의 관리가 요구되는 작업 특성상 밀

착관리가 필요한 라인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공정별로 구분된 9개

지역의 라인 안전 체계를 운영하여 그중 담당 구역에 맞는 다양한 안전활

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사고 예방은 물론 생산활동 지원에 기여한 사

례임.

○ 안전에 6시그마 경영기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2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

며 현재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를 추진하여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각종 제도와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100만개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3.4개의 결함만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

벽에 가까운, 즉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한 6시그마 블랙벨트 과정을 이수하

고 6시그마 경영기법을 안전관리에 최초로 적용하였음.

-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에 의해 연간 8억원의 유형효과가 발생함.

○ 주요 추진결과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No 활동 내역 주요 실적

1 안전 교육교재 발간 장비별, 구역별 총 15권

2 안전 캠페인 및 교육 홍보 연, 분기, 월, 주간 단위 실시

3 안전 치공구 개선 제작 사다리 고정치구 외 15건

4 안전관리, 점검 제도수립 리모콘 운전 사내 자격제도 외 6건

5 6시그마 기법적용 안전관리 프로젝트 2건 완료 및 실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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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시그마 기법에 의한 오수처리장 Ultra Filter 성능 개선

(삼성테크윈 1사업장)

○ 한외여과막(Ultra Filter ; UF) 처리방식은 타 오수처리설비에 비하여 고

효율 처리설비이나 당 사업장의 경우 식당에서 배출되는 高油脂(식용유 및

동물성 유지 등) 성분, 하절기 강우 시 유입된 부분적 우수에 의하여 급격

한 오수 수질의 변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협잡물(토사류 등)의

유입으로 처리핵심시설인 UF에 오염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을 초래하여 필

터의 사용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발생함. 이에 따라 Filter의 잦은 막힘

현상으로 인해 교체 비용이 평균 약 1.3억원이 소요되고 있었고, 고가의

UF를 유지관리(막힘 현상제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현상분석 및 주요개선 사항

- 오수의 온도와 Ultra Filter의 처리능력(Flux)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온도가 높을수록 처리효율은 좋으나 이는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온도에 영향을 받는 필터 내 오염물질을 80~90% 정도 제거

함으로서 일정한 처리능력을 갖도록 최적화 시킴.

- MLSS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터관리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낮

게(4,000) 운전되고 있었으나 약 4개월간 실험을 통하여 6,000±200에서

가장 좋은 처리효율을 얻었음.

- 필터오염에 따른 세척방법으로서는 약품세척을 주로 하고 있었으나,

Siphon 효과를 이용하여 필터 내부를 음압으로 만들어 물리적인 힘에 의

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필터 세척률을 개선시킴.

○ 주요 개선효과

- 계절변화(온도)에 대하여 오수처리 Ultra Filter의 일정한 처리능력 확보

- Ultra Filter의 처리능력 40~50% 향상

- 처리 능력개선에 따른 연간 필터 구매비용 1억원 절감

- 관리방법 개선에 따른 사용수명 50% 증가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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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열식 소각로 설치로 VOC 및 악취 배출량 저감

(삼성석유 울산사업장)

○ Single Can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시스템이 삼성석유화

학 울산사업장의 산화공정, 환원공정, 저장탱크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VOCs)과 악취를 산화처리하여 대기오염방지 및 맑고 쾌적한 환

경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례임.

○ 추진 내용

- 산화공정, 환원공정,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모든 Vent Vapor의 VOC 및

악취 농도를 1년간 분석하여 각 대기오염방지설비의 효율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Vent Vapor를 처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Scrubbing 설비 및 효율을 증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

- 특히 대기오염 발생이 염려되는 Vent Vapor(저장 탱크 그리고 생산공정

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Fan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RTO 설비로 공급하여

산화 처리함.

- 그리고 RTO 산화설비에 공급되는 연료를 LNG에서 기존 폐수중의 메탄

올로 대체함으로써 운전비를 대폭 감소시킴.

○ 추진 결과

- 대기 중으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 제거로 쾌적한 환경조성

- 배출가스중의 VOCs 처리율 : 98 %

- 배출가스중의 열회수 효율 : 95 %

○ 기대효과로는 대기중의 VOC 및 악취 물질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월드컵을 대비한 환경선도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그린라운드에서 기업 경

쟁력 강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VOCs 물질은 RTO

자체의 연료로 공급될 수 있으므로 기존 PTA 산화 및 환원공정과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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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재 및 시설 관리시스템 통합관리로 효율 제고

(호텔신라 서울사업장)

○ 호텔신라 서울사업장에서는 다가올 2002년 월드컵 행사 및 국빈행사에 대

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2월부

터 6월까지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방재 및 자동운전시스템, 비상발전시스

템, 승강기 등의 감시시스템을 최신설비로 교체하고 종합상황실을 구성하

여 안정화 단계에 있음.

○ 금번 종합상황실 구성공사로 방재시스템은 SRE형에서 SRF형으로, 가스시

스템은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시스템이 Up-grade되어 감시

장해율을 최소화 하였으며 기타 시설물에 대한 원격제어 및 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뢰성을 향상 시켰음.

○ 이와 더불어 전체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실시간 감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

고 VIP 행사 대비 VIP 모드를 적용하여 집중관리 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위와 같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누설, 이상운전 등

의 비상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삼성그룹내 최초로 LCD Projector를 활용한 비상상황 전환 영상제어시스

템을 개발하여 대형스크린을 통한 CRT 화면 및 CCTV 화면의 상황을 모

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완벽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방재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상

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종합적인 감시판독 및 제어 가능

- 자동제어는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설비 등 기간시설, 고객관련시설의

원격제어 및 감시판독 가능

- 기타 오·폐수, 물탱크 수위, 보일러 안전장치,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레벨

감시 및 승강기, CCTV 등의 영상제어시스템에 의한 판독 가능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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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자체처리율 확대

(삼성서울병원)

○ 병원 특성상 환자의 진료 및 처치와 관련하여 환자와 직원의 감염예방차

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1995년 6월과 1996년

12월에 각 1대씩 총 2대의 미국산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1년 2월부터 적용기준이 엄격해짐.

○ 본원 입장에서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하나 대기업의 사

회적 의무, 병원업계 선도적 위상을 감안하여 모든 종류의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을 제외) 뿐만 아니라 진료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도 자체

멸균처리 하도록 방침을 정함.

○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증기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①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며 운전되는 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 기록되고, ②수분함수율을 50%이하

로 유지할 수 있고, ③잔재물의 원형을 알 수 없도록 2㎝ 이하(견고한 물

질에 한함)로 분쇄할 수 있고, ④폐기물을 자동투입 및 자동계량 할 수 있

게 기존 멸균기에 부합시켜 개발 설치하여 최종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

임.

○ 기존 미국산 증기멸균기 사양에 맞춰서 자동투입시설과 계량시설, PLC

프로그램 추가에 따라 장비관리 포인트가 늘어난 점은 있으나 감염성 폐

기물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음.

○ 또한 외래환자가 채혈 후 불특정지역의 일반 쓰레기통에 탈지면이 버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 통로 등 40여 곳에 식별이 용이한 감염성 폐기물

수거함을 배치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감염성 폐기물 전용운반용기 140

개의 설치로 상당수의 1회용 상자형 전용용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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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est Practice 따라하기 운동으로 환경안전관리비 절감

(삼성물산 건설부문)

○ 건설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

기 위하여 끊임없는 개선, 효율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 전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대두됨.

○ 각 사업장별로 실시 중인 소집단활동, 제안활동, VE 활동 중 개선효과가

탁월한 사례를 전산등록 하거나 본사 점검팀에서 지도점검 중 다른 사업

장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평가를 통하여 Best Practice

로 선정하고 지식경영 시스템(KMS)과 연계한 Best Practice 프로그램에

등록함.

○ 등록된 Best Practice의 활용 중 미비한 점을 보완, Up-grade된 새로운

Best Practice를 등록한 사업장 중 개선효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 포

상 및 활용우수사례로 공지 홍보함으로써 활용을 적극 유도하였고 등록

유형별(환경, 안전 등)로 절감액을 분석, 매출액 대비 절감률을 측정하여

우수한 사례는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정형화 시킴.

○ Best Practice와 Best Practice 따라하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01년 1

월부터 11월 사이 비용절감액이 환경분야 8억 1천여만원, 안전분야 4억 5

천여만원 등 안전·환경분야 총 절감액은 12억 6천만원으로 집계됨.

○ 환경분야 사례의 경우 울진원전 #5,6호기 사업장에서 공사 중 발생된 폐

목재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 위탁처리비

절감과 동시에 인근주민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민원방지 등의 성

과를 보게 되자 이를 Best Practice로 등록하였고 이에 폐목재가 발생하

는 타 사업장에서 울진사업장의 사례를 활용하였음. 본 사례를 통한 환경

관리비 절감총액은 5,000여만원에 이르렀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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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 관리능력 제고

(삼성엔지니어링)

○ 삼성엔지니어링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

결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내 환경산업분야에 있어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국외에서도 환경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와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공동으로 환경진단 차

량 운영을 통하여 삼성그룹 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유도하여 각 사업장별로 환경친화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

함.

○ 수질오염의 분석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분석은

시료채취과정과 전처리 등이 복잡하여 분석오차가 큰 편으로 2001년에 삼

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가 처음으로 대기분석교육을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삼성그룹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통

하여 입자상 오염물질(먼지, 중금속), 가스상오염물질의 시료채취과정과 시

료채취 후 전처리 및 분석기기를 통한 분석방법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음.

- 분석 교육은 측정장비의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과 일반분석 BOD,

CODMn, CODC r, N-Hexane, SS 등 현업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

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전과 교육

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기술개

발 및 분석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환경사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환경오염방지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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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로 무재해 현장 달성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1단계는 기본수칙 홍보, 결의대회 및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 2단계는 자체 안전계몽노래 공모,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 3단계는 안전문화 생활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시

○ 11대 기본수칙 실천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

- 사업장 책임자와 신규 채용근로자 티타임 운영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안전계몽노래 자체 공모하여 노래 제작(개사곡)

- 철골공사 중 원인불명의 전기가 유도되어 자체에서 원인 파악이 불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진단의뢰하고 원인규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함으로서 감전 및 추락재해 예방

- 하절기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가설전기시설 정밀안전진단으로 사고 예방

- 마감공사를 위한 가설 콘센트 사전 설치(초기 시공계획에 반영)

- 공사용 공기구 반입시 사전검사 실시 및 기준 미달품 반입 차단으로 공기

구에 의한 재해 근절

- 아아크용접기 "2차측 아나로그식 전압계" 설치로 안전장치의 항시 감시

실현

- 중량물 인양용구에 대한 비파괴검사로 불량 인양용구 폐기처리

- 공종별로 초빙 전문강사 안전교육으로 구체적인 대책 제시

- 대중이 이용하는 승강시설에 대한 비상상황 실연 및 주요구조부(안전장치)

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로 근원적인 안전 확보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11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접목시키고 이를 작업에 반영함으로서 재해예

방에 기여함.

- 전 사업장에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한 차원 높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재래형, 반복형 재해를 근절시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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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 삼성코닝 수원사업장은 브라운관 전·후면 유리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장으

로서 특히 주변의 영통아파트단지 및 권선지구 등 주거밀집지역 내 회사

가 인접한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환경경영 우수사업장으로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을 느낌.

- 중장기적 회사 홍보

·회사 강점을 활용한 회사 인지도 증대(중장기적 계획적 운영으로 인지도

점진적 제고 효과)

- 지역 사회 공헌

·지역 주민, 초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환경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신뢰도 구축

- 환경경영 신뢰성 및 "좋은 이웃" 이미지 구축

·지역주민 및 오피니언 리더에게 환경친화기업 인식으로 환경경영 신뢰성

및 "좋은 이웃" 이미지 구축의 기회로 활용(특히, 수원사업장은 4면이 아

파트로 둘러싸인 환경으로 적극적인 지역 주민대상 녹색경영기업인식 주

지 필요)

- 시간 및 코스 : 총 3시간 30분 소요

·회사 도착 → 교육장 (15분 : 일정 및 회사소개, 안전교육) → 공정투어

(20분) → 오수 처리장(20분) → 연마폐수처리장(30분) → 이벤트(30분)

→ 식사(45분) → 교육장(40분 : 느낌기록 및 비단잉어치어 전달) → 마

무리 기념촬영(10분) → 회사 출발

- 회사홍보

·디지털 제품의 핵심소재(LCD용 유리, 브라운관용 유리)를 생산하는 기업

-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배포(헬로우! 삼성코닝)

- 우수 녹색경영 활동

·수질 보전 : 오폐수 공정 용수 재활용, 잉어 부화장 용수 운용

·대기 보전 : 전기 집진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방지

·환경 보전 : 잔반안남기기 운동, 음식물쓰레기 및 공정폐기물 재활용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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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한 사회환경교육 기여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는「인간·시간·공간」을 바탕으로 한「인간 삶

의 질 향상」을 경영이념으로 1976년 개장이래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과 Green 공간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음.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의식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해 1992년 민간기업 최초로 환경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놀이와 배움이 어

우러진 Edutainment(Education+Entertainment) 장을 실현하여 대국민 환

경의식 계몽에 기여하고 있음.

○ 계층별 교육 매뉴얼에 의해 각 견학과정에 대한 공정별 현장 설명과 더불

어 여름방학을 이용, 환경학교를 운영, 가정 및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방법을 교육하며 매년 7월 반딧불이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각종 환경 패널 전시 및 비디오를 상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매년

5만명 이상의 견학단이 방문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

으며 삼성에버랜드의 기업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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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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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경영성과의 지속적 개선"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경영의 녹색화

1. 인간공학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로 산업재해 예방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2. 환경회계 도입을 위한 사업장 적용 사례 연구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3. "환경안전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

교육 확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4.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삼성종합화학 서산사업장)

5.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우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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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공학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로 산업재해 예방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최근 비인간공학적 작업장 설계로 인한 직업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산재보험료 절감, 법규준수, 생산성 향상 등의 의무감과 기

대감으로 인간공학을 경영에 반영시키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1997년

이후 근골격계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인간공학적 작업장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밀진단을 통해 보완을 실시하고 인간의 인지적 특성, 신체 특

성, 작업 도구 및 방법, 신체의 근력 특성 등 총 4개 분야 50개의 체크리

스트를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사업부 별 작업라인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인간공학 평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중심의 편안한 작

업장 설계 및 사업장 스스로 자가진단 평가 및 개선이 가능토록 구축한

사례임.

(2) 추진 배경

가. 국내외 근골격계 질환 급격히 증가

○ 미국은 연간 7 0 만 명 이 상 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고 이중

43%가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로 인한 보상금으로

연간 200억불 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미국 산업안전보건

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 OHSA)은 기업에서

준수해야 할 인간공학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법규로 제정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확정할 예정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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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환자의 16%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나 2000년 이후 H기업에서는 40여명이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사회적으

로 크게 이슈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근골격계 질환예방 인간 공

학전문팀을 발족하여 2001년부터 기업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직업병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점검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산재인정의 범

위가 확대되면서 작업자들은 통증이 있어도 참고 견디다 산재 신청과 동

시에 퇴직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에서 인간공학적 작업장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고 쉽게 평가하여 개선이 가

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필요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도 산업발달이 불러온 단순반복작업 및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급격하

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

○ 작업흐름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체현상 제거, 입식작업자들에 대한 배려 등

전 라인의 기계, 설비 및 환경에 작업자중심의 작업설계를 기초로 한 작업

자 중심의 명확한 설계기준이 필요하게 됨.

○ 인간공학 기준을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

업장 스스로 자가진단 및 평가를 통해 인간공학 인증을 받아 자율 안전보

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됨.

(3) 인증 프로그램 개요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안전상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

를 파악, 분석, 개선하고 나아가 인간공학관련 질환 또는 부상으로부터 작

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인간공학 규정 및 총 50개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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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간공학 규정 내역

항 목 내 용

규정 내용
작업장 설계 상태(25문항), Human Error 분석(10문항),

수공구·장비 상태(5문항), 작업절차 및 방법(10문항)

적용 범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모든 작업장

(창고, 실험실, 사무실 포함)

적용 분야 현장의 설계, 운전, 보수, 변경관리 전반

○ 인간공학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관리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과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표 1-2> 인간공학 전산 시스템 개발 내역

항 목 내 용

인증평가 프로그램 개발
설계된 평가 항목에 대한 자동 연산 및 결과를 분석

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 개발

인증 프로그램 홍보
사업부 및 안전 담당 간부에게 인간공학 규정에

대해 충분히 홍보

인증 프로그램 참여

신청

참여 및 연장 신청

-인증 프로그램 자체 평가서

-인증라인 증빙서류

-개선 계획서

인증 유효기간 최초 2년, 1년 단위로 사후 평가

인증 취소
사후평가 미실시

인증 사업부의 현저한 변경 후 재평가 미실시

인센티브 인사고과 반영 및 인증패 수여

(4) 인증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총 4개 분야 50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계량화하고 사업부

별 작업라인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Web을 통한 전사적인 Network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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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1차적으로 라인단위로 인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사업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음.

<표 1-3> 인간공학 인증 프로그램 구분

구 분 점 수

사업부 인증

(사업부 단위로 인증)

사업부 내 전체라인 중 80% 이상의 라인이 인증

라인으로 평가된 사업부

라인 인증

(라인 단위로 인증)

1. 인증평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

2.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 후 구체적 개선

계획이 수립된 공정

<표 1-4> 인간공학 세부 평가항목

구 분 세부 항목 문항 수 배 점

작업장

설계 상태

일반 사항 5 10

작업 공간 13 26

조명 2 4

온도 1 2

소음 1 2

운송 통로 2 4

소 계 25 50

Human

Error 분석
표시 및 조절장치 10 20

수공구·장비 상태 수공구 및 장비 5 10

작업절차 및

방법

인력운반 3 6

작업자세 동작 5 10

작업방법 및 강도 2 4

소 계 10 20

총 계 50 100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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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간공학 인증 프로세스

인증참가 신청(연장)

정밀조사

인증평가 수행

작업자 선택(정보입력)

작업장 평가(세부평가)

결과저장

대상인원종료

인증참가 신청(연장)

결과 > 기준

인 증

결과 저장 및 보고

정밀조사

No

No

No

Yes

Yes

Yes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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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간공학 전산 프로그램 메뉴 구성

구성 메뉴

파일선택 및 열기

결과 출력

종료

부서정보입력(라인정보)

작업자 정보입력

관리자 정보관리

Strain Index 평가

Rula 평가

OWAS 평가

NIOSH 평가

FL 평가

OSHA 위험요인 평가

ANSI 평가

인간공학 인증평가

평가결과 검색

평가결과 보고서 출력

프로그램 사용방법

파 일

작업장 정보

정밀 조사

인증평가

결과검색

보고서 작성

도 움 말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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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분석

○ 현장중심의 인간공학적 설계 및 관리 가능

- 라인 신설 및 증설 시에 인간공학 표준 및 지침의 제공으로 안전성

확보와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로 현장중심의 실제

가능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서 작업 현장 스스로 자가 진단 평가가 가능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인간공학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작업자별, 라인별, 사업부별 평가

및 개선 추진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함에 따라 작업자 및 작업

장 누적관리 가능으로 향후 산업재해 발생시 문제 대응이 쉬워짐.

○ 정보화 사회에 작업환경의 변환에 대응 가능

- 작업자에게 불편하게 보급된 설비, 도구, 작업공간, 색채,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자를 고려한 작업장 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생산직

작업자의 부족현상에 대비하고 비숙련자의 안전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함.

○ 작업자 중심의 작업 설계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예방 가능

-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설계, 작업자 중심의 작업방법,

작업도구, 자재, 작업환경의 설계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 가능함.

○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최소한 현재의 생산성을 확보하면서 작업자를 고려하는 작업개선을 유도

함으로서 인증기준 도달 시 안전성 확보는 기본이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1개 사업부 평가결과 4억여원의 경영효과가 나타남).

○ 작업 근로자를 배려한 작업 설계로 원만한 노사관계에 기여

-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정책으로 규제가 아닌 애로사항을 사

전에 해결함으로서 선진국형 작업장 제공 및 노사가 함께 안전을 풀어 나

가는 평생 건강사업장 구현이 가능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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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회계 도입을 위한 사업장 적용 사례 연구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1) 추진 배경

○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 단체, 투자자, 은행 등

에서 환경비용 및 환경책임에 대한 정보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기업들은

그들이 지출하는 환경비용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이를 통한 환경비용의

타당성 검증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기업경영 패러다임이 가치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실제로 기업의 환경사고 발생 시 공장의 가동중지로 생산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이런 이유로 기업의 환경경영 정도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적

용 시에도 환경비용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선진 기업들은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행하여 소비자 단체에 자

발적으로 환경경영의 우수성을 공개하고 있음. 이들 환경보고서에는 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환경비용, 환경개선 효과 등을 포함

시킴으로써 경쟁업체와의 비교우위를 장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AT&T, DOW Chemical, Fujitsu, Philips, Glass 등은 자체적인 환

경회계 기준을 정립하고 매년 환경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 또한 환경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현재까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 환경회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 선

도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환경회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이들 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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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법

○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는 환경비용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을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단계>로는 일반적

으로 모든 사람이 환경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업이 지출한 직/간접 인건비, 감가상각비, 오염물질 처리비, 수선비,

Utility 비용,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였음.

<표 2-1> 환경비용의 분류 방식

구 분 환 경 비 용

<1단계>

일상적 비용

직/간접 인건비, 감가상각비, 오염물질 처리비, 수선비,

약품비, Utility 비용, 허가비 등

<2단계>

복구 비용

벌칙금, 부과금, 피해보상 비용, 환경복구 비용, 기타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3단계>

잠재적 이익

환경친화기업 이미지를 통한 이익 기여도, 환경개선을

통한 효과(유/무형), 공공수역 및 대기로의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이익 등

○ <1 단계>에서 인건비는 개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업무 비중을 감안하였고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100% 환경시설 중 실제 장

비수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산출하였음. 이는 앞으로 좀 보안

되어야 할 과제로 별도의 기준(시설 환경비중 고려)을 수립하여 환경시설

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단계>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법 기준

초과나 아니면 민원, 또는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나 복구비용을 분

류하여 정리하는 단계로 당 사업장은 1998년, 1999년 보상금액은 없었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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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는 환경회계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산출근거의 미흡으로 향후

과제로 남겨 놓아야만 했음.

- 첫째로 환경개선을 통한 효과 분석은 당 사업장의 모든 환경개선 항목

을 접수하여 이들 개선이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 에너지, 재활용, 경

비절감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부서별로 집계하였으나 환

경효과로 공식 집계는 하지 않았음.

- 둘째로 당사의 수질/대기 오염물질 저감활동 및 폐기물 저감으로 인한 공

공수역, 대기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이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

법으로 이는 정부차원에서 업종별 단위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원단위 동향(Trend)을 작성하여 기대 효과를 산정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 셋째로 우발적인 경제효과로 환경대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지

도 모를 우발적인 환경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산출되는 효과금액이 있으나

이는 정확성 및 산정 근거가 미흡하여 산출을 회피하였음.

- 끝으로 환경친화기업 이미지가 기업이윤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접근의 실

마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는 앞으로 환경회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향

후 과제로 남겨 놓아야만 했음.

(3) 환경비용 분석결과

○ 이러한 환경비용 산정 기준을 근간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로 분류하여 삼

성전자 온양사업장의 환경비용을 연도별로 산정하였음(<표 2-2> 참조).

<표 2-2>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환경비용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수 질 대 기 폐기물 합 계

1998년 13.6 8.6 9.1 31.3

1999년 11.4 8.1 7.5 27.0

증 감 -2.2 -0.5 -1.6 -4.3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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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환경비용은 1998년 대비 총 4.3억원이 절감

되었으며 이는 폐수성상을 구분 처리하고 폐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노력

의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배출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순환수 량을 절감함으로써 Utility 비용을 절감한 결과로 판단

됨.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노력과 폐기물 재활용을 확

대함으로써 위탁 처리비 인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 또 이들 환경비용을 단위 항목별로 볼 때 <표 2-2> 및 <표 2-3>과 같음.

<표 2-3> 폐수처리시설별 원단위 추이
(단위 : 원/톤)

구 분 폐수 1기 폐수 2기 오수

1998년 1,393 2,206 1,250

1999년 873 1,393 1,200

증 감 -520 -813 -50

○ 폐수 1, 2기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폐수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수처리비용의 80%가 고정비로써 폐수물량

증가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관계로 폐수처리 원가는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음. 또한 폐수 1기로 물량을 집중하고 폐수 2기를 간헐적 운전방법

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비용을 절감 할 수 있었음. 또한 생산부서의 환경

개선 항목이 총 157건으로 이러한 환경개선을 통한 원부자재 및 원가 절

감, 폐기물 처리비 및 폐수처리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60억원의 절감효

과를 얻을 수 있었음.

<표 2-4> 수질 부문 환경비용 구성 내역
(단위 : 억원)

고정비 변동비
합계

감가상각비 인건비 약품비

3.83(34%) 3.12(27%) 1.4(12%)

11.41(100%)수선비 간접비 전력비

1.06(9%) 1.14(10%) 0.86(8%)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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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 당 사업장에서는 환경회계의 전초단계로 사업장의 환경비용을 인력으로

수집하여 이를 수작업으로 집계하였음. 이런 과정에서 환경관리인력의 변

경 또는 환경시설에 대한 수리 등으로 일부 환경비용이 누락되거나 집계

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비별 환경비용

기준을 수립하고 환경관련 종사자들의 환경업무 비중을 감안한 인건비 산

정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변경된 자료는 환경회계 전산 시스

템에서 변경 즉시 수정됨으로써 자동 집계되어야 할 것임.

○ 현재까지 환경시설의 기준을 100% 환경위주로 투자된 장비에 국한하여

환경시설로 기준을 정하였으나 이를 좀더 확장해서 장비별 환경성을 고려

하여 설계, 투자된 비용을 감안하여 환경비용을 산정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환경 비용으로 간주되리라 생각됨.

○ 일반적으로 환경개선 효과는 유무형 효과를 나타냄. 유형 효과는 환경개선

을 통한 폐기물 절감비, 원부자재 절감비, 전력 절감비 등 그 효과를 경제

적 비용으로 산출 가능한 자료를 말하며 이는 각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무형효과인 기업 영업이익의 창출, 발생할지

도 모를 환경사고 예방에 따른 비용절감, 대기나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저감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용 절감 등에 대해

서는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환경회계를 통한 환경비용의 대외 공개 시 기업의 총 비용 대

비 환경비용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것이 통례임. 이럴 경우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야 할 지는 한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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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 환경관련 종사자들은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전 사원이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그들 개개인의 환경업무 비중은 각

기 다를 것으로 판단됨. 이에 경영자, 부서장, 환경안전담당자, 사원, 청소

용역에 이르기 까지 개개인의 환경업무 비율을 감안한 직/간접 인건비 산

정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환경비용이 산출되도록 할 계획임 .

○ 일반적으로 생산 및 부대시설의 경우 환경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Sensor, 방호벽, 방음시설 등의 설치가 따르게 되고 이는 결국 환경안전비

용 중 감가상각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됨. 이에 사업장내 모든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비율을 감안하여 감가상각시 이를 포함되도록 할 계획임.

○ 상기와 같은 작업을 전제로 이를 환경비용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경리부서와 연계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시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을 갖출 계획임.

○ 당 사업장은 매년 150~200여건의 환경안전 개선 항목을 수립하여 이행함

으로서 발생되는 효과를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작업환경, 재활용, 에너

지, 경비절감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취합하고 환경안전 지표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를 전산화 하여 매년 환경비용의 지출과 개

선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환경회계의 기준이 적

절한 지를 검증할 계획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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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안전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교육 확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1973년에 종합 전자부품회사로 출발하여 전자부품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삼성전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21세기 World Top을 향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환경안전교육을 위해 예상

되는 문제점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디지털경영시대에 발 맞

추어 환경안전 사이버교육 컨텐츠를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기대효과

를 가져옴.

○ 법정으로 정해진 환경안전교육을 경영환경에 대한 지식습득, 기본지키기,

생활안전 등과 접목시켜 On-off의 원격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집합교육으

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적, 장소적 문제점을 해결하였음.

(2) 추진 배경

○ 환경안전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대규모 사업장에서 집합교육에

의해 실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였음.

○ 환경안전교육의 사각지대인 영업 등 간접부서에 대해서는 교육방법의 개

선을 통한 전 임직원의 환경안전마인드 고취가 필요하였음.

○ 이에 근간하여 증가되는 가상대학, 기업의 사이버연수원 등 인터넷상의 원

격 교육 증대와 이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었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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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내용

○ 과정명 : "환경안전 리더쉽 과정"

- 부서 및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알아야 할 환경안전 기본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4개 "파트(환경, 안전보건, 방재, 보안)", 17개 "장"

·환경부문 : 환경관련 법규 및 사내관리 규정(대기, 수질, 폐기물 外)

·안전보건부문: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사내관리 규정(기계, 화공, 보건 外)

·방재부문 : 소방관련 법규 및 사내관리 규정(소방시설, 전기, 가스 外)

·보안부문 : 보안관리 사내규정

(그림 3-1) 인터넷 상의 학습내용 화면

목차화면

학습화면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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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자 : 전사 간부, 생산부서 반장 및 조장, 환경안전 담당자 및 스탭

○ 과정 관리

- 수강 신청 : 개인별 입과 안내 통보 → 개인별 수강신청 → 교육 입과

- 삼성전기 교육 Portal Site(e-Learnig Center) 접속 → 입과 신청

- 인센티브 : 교육점수 1점 부여

(그림 3-2) 환경안전 인터넷 교육 운영 모듈

수강생

(교육생)

교육담당자

삼성전기 교육 Portal site

입과안내

수강신청

과정관리

삼성전기 교육담당자용
관리모듈

삼성전기 교육담당자용
관리모듈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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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료

- 학습 기간 : 30일 내 20hr 수강(1일/1hr 수강 원칙)

- 진도 50% + 평가 50% (총 평가점수 70% 이상 시 수료가능)

- 수료 관리

·진도 체크(시스템 체크) : Skip만으로 교육수강 불가능

·중간 평가(총17회) : 각 "장"(1hr 분량)을 수강 후 평가문제를 풀어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춰야 다음 "장"으로 이동이 가능함.

·최종 평가(총4회) : 각 "파트"에 대한 수강 후 1회에 한해 응시 가능

(4) 추진 결과

○ 법정 직무교육(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및 전문교육 시행으로 환경안전

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증대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

○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 및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였던 연구개발,

사무간접부문, 해외 파견 및 주재인력에 대한 교육시행으로 환경안전기본

마인드 고취

○ 녹색경영 원격교육 인프라 확보 및 노동부 고용보험신고에 필요한 요건

구성으로 교육비 환급에 따른 교육비용 절감(인당 3만 3천원 환급)

- 2001년 11월 현재 교육비용으로 총 1,198만원을 환급받음.

(5) 기타

○ 향후 본 과정에 대한 외국어판(중문판, 영어판)을 제작하여 해외사업장에

서 활용가능토록 할 예정임.

○ 지방사업장 교육운영을 통한 전 사업장의 환경안전교육시스템 구축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50

4.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삼성종합화학 서산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종합화학은 1988년 5월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위해 충남 서산시 대산

읍 독곶리 95만평의 대지위에 NCC, SM, EO/EG, HD/PP, LD/LLD, PX

제품 등을 생산하는 16개의 단위공장과 유틸리티의 공급설비를 갖춘 대단

위 석유화학단지(Complex)로서 모든 생산설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구

축된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품질

또한 그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

○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보건·환경·품질의 문제를 하

나로 관리하는 통합 경영관리의 움직임이 OECD(Organ izat 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음. 이러한 통합경영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안전·보건·환경·품질의 문제를 따로따로 관리함으로써 소요되는

간접비용 등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구체화 되어가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통합방법의 표준을 모색하기 위한 OECD의 서울 Workshop이 6월 26일에

서 6월 29일까지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업계, 국가기관, 학계, OECD 사

무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COEX 오디토리움 홀에서 개최되었음.

- 2001년 서울 Workshop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었는데

첫째, 정부조직 및 관련기관의 통합으로 각종 기업규제완화(인허가 포함)

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방안 강구이고 둘째, 기업 내부에서의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이 논의되었음.

- 삼성종합화학은 제5분과에서 안전·보건·환경·품질에 대한 통합경영시스템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IMS) 추진배경, 추진내용 및 방법,

효과 등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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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표 4-1> 환경·안전·보건·품질경영 시스템의 현황

구 분
공정안전관리

(PSMS)
환경경영

(ISO14001)
안전보건경영
(ISO18001)

품질경영
(ISO9002)

목 적 사고예방 경영 환경친화 경영 안전보건경영 고객만족 경영

인증범위 단지 전체 수지제품분야

도입 및 구축 1995.10 1996.11 2000.2 1993.4

도입방법 전문기관 자문 전문기관 자문 자체 전문기관 자문

구성

요소

공통 9 2 13 18

개별 3 12 28 38

인증/인정기관 KOSHA CCPS LRQA KOSHA BSI

Co-ordinator PSM팀 환경안전팀 PSM팀 품질관리팀

○ 경영시스템은 대부분이 PDCA(Plan→Do→Check→Action) 체계로

진행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사 경영시스템이 분산 관리되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합경영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게

되었음.

- 첫째, 시스템별 및 Co-ordinator별 주기를 달리한 수행부서(Do)의 방문

등 인적자원의 분산과 고정비 및 유지비용의 과다 발생 둘째, 시스템별

상이한 구축시점과 기간, 제한된 인력의 참여로 유사 규정류의 남발

셋째, 시스템별 Co-ordinator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방법의 상이로 인한

실행부서 형식적인 대응과 불만의 누적 넷째, 상이한 인증기관에 대한

대응, 시스템간 벤치마킹 등이 어려워 효율성도 저하되고 제 기능(지속

적인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도 발휘하지 못하는 등으로 역기능

발생 및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이었음.

(3) 추진내용 및 방법

가. 1단계 : Master Schedule의 작성(1년 6개월)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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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기관의 관련교육을 이수하였고 타사 사례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음.

그러나 국내에 있는 동종업계 중 통합경영시스템구축 사례조사 결과

당사와의 기업의 문화와 조직, 업무의 분장, 책임과 권한 등이 상이하여

한계성이 있었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

나. 2단계 : 통합 TF 팀의 구성(Co-ordinator 포함 : 8명)

○ 팀원의 선정과 기존업무에 대한 업무량의 분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

경영시스템의 구축시 참여하였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업장의 전배, 퇴사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질, 사명감 등이 낮았음.

○ 안전보건, 환경, 품질, 인사교육, 재무회계, 계장, 총무부문의 인력을

주력으로 하였고 나머지부문은 필요시 일시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음.

다. 3단계 : 시스템의 요건별 현황 파악 및 전담 TF 팀 전문화(교육)

○ 각 경영시스템의 정책, 중점관리사항, 이행방법, 개선방법 등을 파악하고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분리하였음.

- Policy & Manual, 규정, 규칙, 지침을 Hierarchy Structure를 가진 표로

작성하여 신규, 보완, 삭제, 유지로 구분 정리하였음.

○ 권한과 책임이양, 조직변경 최소화를 위한 TF 팀원의 시스템별 특성

이해를 위한 외부교육 및 자체 세미나로 공감대 형성 및 전문성을 향상

시켰음.

라. 4단계 : 통합작업의 수행과 경영층의 참여(주기적인 보고)

○ 경영층에 진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경영자 참여 및 인식전환

의 수단(Tools)으로 활용하였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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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은 참여인력별 업의 특성에 맞게 분배하고 이를 경영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최소공배수화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음.

- 123개의 규칙류를 통합 후 84개의 규칙류로 확정하였음.

- 경영지원시스템의 관리를 표준화관리팀으로 통합하여 소인화(6명→3명)

하였으며 전문화를 위한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였음.

<표 4-2> 통합경영시스템의 내역

구 분 SHE&Q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 성

안전보건경영 환경경영 품질경영

-KSOHA2000 프로그램

(OSHAS18001)

-PSM

-ISO14001

-ISO9002 :1994년

-ISO9000 :2000년

-QS-9000:1996년

통합 기간 1998. 1 ∼ 1999. 7 (약 1.5년)

구성

요소

공통 18

개별 27 10 29

인증기관 BSI / KOSHA

Co-ordinator 표준화관리팀

마. 5단계 :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반 구축 활용

(그림 4-1) Global Networking 시스템의 개념도

Route

154 KV

Warehouse

HD/PP

MPP/TRUC

NCC/C4/BT

Single

Route

TIMS

Route

PTA ARO/UT2

IPX IPX

IPX

IPX

Route

Samsung

Group

● Foreign
Office

Route

Seoul Office

R&D Center (Daejun )

SEOSAN plant

FDD
Back bone

100M bps

New-CIE

CCR #1

Head-office

CCR #5

● Local
Office

CCR #3

CCR #2

CCR #4

(HD/PP)

SM#1, 2/EOEG
UT/OS#1

LD/LLD

Warehouse
(LD/LLD)

Maintenance
Shop (MMS)

(LIMS)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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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ic Document & Data Base(Safety & Quality)

- Operating Data(On-line for Process Computer to DCS)

- Operational & Maintenance Manual and Procedure

- Process Safety Information(PSI)

- Technical Data Book(TDB) & Engineering Book

- Package Items Book

- Maintenance History(after Commercial Start-up)

○ Computer Integrated Enterprise(CIE) 시스템 (SHE&Q)

- Operating Information System(OIS)

-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MMS)

-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LIMS)

(4) 추진 결과

가. 장점

○ 인적자원의 효율화(6명→3명) 및 전문화(인증심사원보 2명)

○ 고정비 및 유지비용의 절감(63%)

○ 실행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지침의 명확화, 최소화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Responsible Care, ISO9001:2000, QS-9000,

ISO/TS-16949 등) 및 사내조직 변경(책임과 권한)에 따른 신속한 대응

(업무의 Speed-up)

○ 인증기관의 단일화 및 인증사의 동일 심사원의 배치로 업무효율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 유도

나. 단점

○ 구축기간이 길고(구축시 각 시스템 특성의 충분한 반영) 전문가 양성이

힘들며 전문인력의 변동(퇴사)에 따른 위험도가 큼.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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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 우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1) 추진 배경

○ 자동차 내장재 및 각종 가전제품의 외장재의 원료인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을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환경안전경영이 회사

의 안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영의 핵심요소인 동시에 사회의 풍요로운

삶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인간존중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新 안전문화

의 구현과 자연과 기술의 조화로 고객에게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궁극의 목표로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 사원이 하

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음.

○ 석유화학공장은 대규모의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공장 내에 다양한 종

류의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존재하여 사고의 발생형태가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의 누출로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손실, 재산손실, 산업계의

원료수급 및 환경 등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 또한 공정이

고도의 전문 기술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각종 공정기기들로 구성되어 공장

의 구조가 복잡하고 자동화 등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산업임.

○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와 사업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공공인이 될 수 있

어 이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 건설, 운전 및 보수, 유지

에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산업임.

○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1998년 8월 예상하지 못한 여수지역의 집중호우

로 인해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넘쳐 흐르는 누출사고가 발생

하여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복구 및 시설보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었음. 공장 내 일반배수로에 유입되는 우수를 일괄적으로 집수하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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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염물질을 제거 후 공장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 우수집수조(유

수분리조) 2개소에 pH 미터, 온도계, 가스감지기, 자동 차단문, CCTV 등

을 설치하여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우수집수조에 대한 시설적인 자동화를 구축하고 조정실에서만 DCS(분산제

어시스템) 및 CCTV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관리부서의 조금

마한 방심으로 과거와 같은 동종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Staff 부서에서는 매일 4회 정도 현장을 육안으로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각종 업무량 증가와 현장 미점검시 발생하는 우수집수조

의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정실의 DCS에 연결되어지는 우수집수조

의 각종 자료를 Staff 및 공장 내 어디에서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게 되었음.

(2) 추진 내용

○ 추진부서 :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환경안전팀

<표 5-1> 우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정

세부 추진항목
9월 10월

1 2 3 4 1 2 3 4

현상파악
시스템 설치 현황 파악

DCS 구성 현황 파악

시스템

개발

설치 방안 협의

시스템(사내망) 개발

Test 시범부서 적용 및 Test

시스템

적용

사용방법 설명회 개최

전 부서 적용

사후관리 보완 및 개선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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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현황

- 모니터링 자료(pH, 온도, 가스농도 등)를 Real Time으로 확인

- History Data 조회

·조회시간 검색, 시간대별 History Trend 제공, 검색 History Data 저장 등

(그림 5-1) 우수 모니터링 시스템 메인 화면

(그림 5-2) History Data 조회 화면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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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결과

○ 주요 환경시설에 대한 Line 및 Staff 동시 교환 점검관리체계 구축

○ 사내 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주요 환경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한 실시

간 관리 가능

○ pH, 온도, 가스 등 오염물질관리 항목의 History Data Base 구축

○ 설비의 경향관리에 의한 사전 유지·보수로 최적상태의 시설관리 구축

○ 오염물질 누출사고의 사전 대응 및 피해 최소화 가능

○ 환경안전관리 업무량 절감 및 업무의 과학화 구축

(4) 향후 계획

○ 현재 pH, 온도, 가스감지기, CCTV 등에 의해 자료만 전송되어 모니터링

을 하고 있으나 향후 CCTV 화면까지 Display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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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생애책임주의의 실천"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제품의 녹색화

6. 가전제품 폐기단계에 대한 전과정평가 및 비용

분석 수행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7.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가전제품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8. 환경친화 레이저 프린터 개발로 환경경영대상

수상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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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전제품 폐기단계에 대한 전과정평가 및 비용 분석 수행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본 과제는 제품의 전과정단계 중 최종단계인 폐기단계에 대한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 LCA)를 수행하여 당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기 시나리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국내외적으로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폐

가전제품의 처리방안 및 처리비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

가 전무한 상태임으로 원가구조 검토 시 고려되지 않는 폐기비용을 분석

하여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2) 추진 배경

가. 가전제품 폐기공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제품의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환경성 분석이 필수적임.

- 전과정평가(LCA)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받고 있음.

- 전과정평가 시 현장조사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은 평가결과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전과정단계 중 최종단계인 폐기단계에 대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구

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과거에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소규모여서 폐기공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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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에 건립 가동된 충남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됨

에 따라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를 중심으로 한 폐가전제품의 폐기공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따른 비용분석의 필요성 대두

○ 국내외적으로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폐

가전제품의 처리방안 및 처리비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1년 1월부터 제1종지정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에 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예치금을 면제받는

대신 폐가전제품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책임이 생산자에게 주어짐.

- 기존에는 제품에 대한 원가구조 검토 시 폐기물예치금을 반영하였으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실제적인 폐기비용이 원가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뀜.

- 따라서 폐가전제품을 회수하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폐기비용을 파악하여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폐기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

(3) 추진 내용

가. 폐기공정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

○ 대상 : 폐기되는 냉장고 540ℓ급 1대(106kg)와 세탁기 10kg급 1대(45kg)

- 폐기공정에 대한 조사는 제품의 모델 구분없이 조사하여 다른 모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특정모델의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조사된 자료의 결과를 파악하는데 용이

하게 하기 위함임.

- 추후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조사 대상 공정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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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제품이 회수되는 시스템과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재질별로 분

리되는 공정 및 리사이클링 센터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현장조사가 어려운 공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음.

(그림 6-1) 조사대상 폐기공정

소비자

TOLOS

대리점

A사 물류

B사 물류

지자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Recycl ing

Center

소비자

TOLOS

대리점

A사 물류

B사 물류

지자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Recycl ing

Center

주) TOLOS는 삼성전자 물류팀이 분사되어 만들어진 회사임.

나. 폐기공정에 대한 비용분석 수행

○ 본 과제에서 고려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로부터 지자체, 대리점 또는 회수센터가 폐제품을 회수하는 비용

- 지자체 집하장 또는 회수센터에서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로의 운송비용

-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수분해, 자동파쇄, 재질별 분류를 통한 처리 및

재활용 비용

- 상기의 회수 및 처리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문을 대상

으로 원가구조 분석 실시

○ 폐가전제품의 폐기프로세스 및 본 과제에서 고려한 비용 산출 구조도는

아래 (그림 6-2)와 같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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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폐가전제품의 폐기프로세스 비용 산출 구조도

소비자 리사이클링
센 터

지자체
집하장동사무소

회수센타대리점

최종폐기
(소각)

매각
(원재료
재가공품)

자동파쇄 및 분류

금속류

전선류Gasket

전장물PBA

플라스틱류

우레탄

냉장고: 컴프레서, 내장물, 냉매, PBA
트랜스, 모터, 도아 가스켓

세탁기: 전 부품(소형 및 복합소재 부품은 파쇄)

잔재물

하차 사전분해

(手분해)

①회수비 ②운송비
③분해시간×인건비 ④부품중량×매각비
⑤처리시간×전기세+설비감가상각비+인건비
⑥폐기물중량×처리비 ⑦재질별 중량×매각비

①

① ②

②

③ ④

⑤

⑥

⑦

(4) 추진 결과

가. 전과정평가를 통한 폐기공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하여 목록분석 결과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으

며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주요 공정을 파악하였음.

○ 또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폐가전제품 처리와 관련된

당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재활용 데이터베이스(9개) : Compressor, ABS, HIPS, PP, Nonferrous

Metal, Clutch, Oil, Saltwater, Electric Wire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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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 데이터베이스(2개) : 삼성전자 소각로, S업체 소각로

- 기타 데이터베이스(1개) : 삼성전자 폐수처리장

○ 폐냉장고와 폐세탁기에 대한 폐기 시나리오를 확보하였음.

나. TCA(Total Cost Analysis)를 통한 폐기공정에 대한 비용분석 수행

○ 폐가전제품의 폐기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함.

- <표 6-1>과 같이 폐기비용이 판매가, 재료비, 제조원가 대비 차지하는 비

율을 파악함.

<표 6-1> 냉장고 및 세탁기의 폐기비용 비중

구 분

판매가(%) 재료비(%) 제조원가(%)

냉장고
\759,436

세탁기
\383,046

냉장고
\330,073

세탁기
\147,365

냉장고
\445,724

세탁기
\202,744

투자비 포함(냉/세)
\30,690/\9,843

4.0 2.6 9.3 6.7 6.9 4.9

투자비 제외(냉/세)
\3,891/\2,895

0.5 0.8 1.2 2.0 0.9 1.4

○ 원가분석시 제품의 폐기공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적으로 원가분석 시 고려되지 않는 폐기비용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

지함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폐기부분에 대한 개선(재활용율 향상)활동 등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됨.

(5) 기타

○ 본 과제를 통하여 구축된 폐기 데이터베이스 및 비용분석결과는 추후 제

품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시 활용될 것임.

- 폐기공정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결과는 2001년 11월 한국전과정평가학

회에 발표되었으며 관련 논문은 2002년 학회지에 수록될 예정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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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가전제품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는 1995년 고객신권리선언 이후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가전제품의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삼성전자는 가전폐기물의 완벽한 회수를 위하여 1998년 국내 최초로 최첨

단 리사이클링 센터를 건립하여 자율 재활용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 6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 VA)을 체결함으로써 폐기

물관련법(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등)에 의한 가

전폐기물 회수 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립함.

○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와 제조의 역공정을 이용하여 회수 후

재자원화(Recycling)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 전과정평가

(LCA)의 신속한 정보를 생산단계 즉 제품설계, 부품소재 선택 등에 반영

시켜 한층 더 재자원화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 배경

○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

금처럼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 소각처리가 아닌 폐기물을 최대한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 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이룩하고자 함.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우리 나라의 여

건으로는 폐기물의 재자원화가 더욱 더 중요한 과제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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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제품은 다종의 부품소재로 조립되어 중량과 부피가 커서 매립이나

소각이 더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소재의 재자원화

가치가 높은 특성도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재자원화를 해야 할 분야임.

- 이에 가전폐기물을 책임지고 회수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증대 등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수행과 삼성의 녹색

경영 추진의지로 폐가전제품 재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3) 추진 내용

○ 폐가전제품의 완벽한 회수 및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 국내 최초의 폐가전제품 종합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서, 제품의 전생애 책

임주의를 실현하여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실현하는 첨단 환경시설인 리사이클링 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함.

○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 현황 소개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37번지
- 부지면적 : 12,600평(건축면적 : 1,800평)
- 연간 처리능력 : 폐가전제품 267천대(16천톤)

·냉장고 115천대(10천톤), 세탁기 152천대(6천톤)
- 운영인력 : 37명

○ 주요설비

- 파쇄기(Shredder)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소재의 선별이 용이하도록 작은 크기로 파쇄하는 설

비로 냉장고는 19㎜, 세탁기는 25㎜로 파쇄

- CFCs(R-11,12) 및 Oil 추출 분리기

·폴리우레탄 내 분쇄 시 발생되는 발포가스(R-11)를 흡입 후 흡착, 응축,

분리과정을 거쳐 분리시킨 후 액화 저장

·냉장고 컴프레서 내의 냉매가스(R-12)와 Oil을 동시에 추출하여 분리 후

냉매가스는 액화저장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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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선별기(Magnet Separator)

·파쇄기에서 파쇄된 소재 중 철 Scrap을 자력으로 분리하여 저장함(철은

자력, 비철은 비중선별기)

- 풍력선별기(Air Stream Unit)

·폐냉장고의 파쇄된 소재 중 비중차에 의해 폴리우레탄을 선별하여 분쇄기

(Hammer Mill)로 보내는 설비

○ 1995년 7월 『그린물류팀』을 발족하여 폐가전제품 회수센터로 전국 22

개소의 물류센터 활용과 폐가전제품 회수차량 90대를 확보하여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리는 폐가전제품을 100%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무단

으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함.

(그림 7-1) 폐가전제품 회수 흐름도

소비자

중고판매상

자치단체

물류 센터대 리 점

리사이클링 센터

신제품 판매

중고제품 판매

<표 7-1> 폐가전제품 무상 회수 및 처리 실적

(단위 : 대)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10월) 합계

냉장고 122,989 115,931 90,635 103,249 432,804

세탁기 108,999 103,770 83,860 79,354 375,983

TV 85,845 133,801 12,397 12,177 244,220

기타 89,282 87,251 29,254 23,919 229,706

합계 407,115 440,753 216,146 218,699 1,282,713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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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결과

○ 환경친화적인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재활용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함.

<표 7-2> 폐가전제품 처리 실적

(단위 : 대)

구 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기타 합계

1998년 47,920 38,741 5,195 11,098 102,954

1999년 98,519 85,733 9,330 30,824 224,406

2000년 87,021 83,906 12,049 30,525 213,501

2001년(10월) 100,681 78,798 9,649 22,041 211,169

합계 334,141 287,178 36,223 94,488 752,030

<표 7-3>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 실적

(단위 : 대, %)

구 분 유가물 잔재물 합계 재활용률

1998년 3,535 537 4,072 87

1999년 7,431 1,521 8,952 83

2000년 7,610 855 8,465 90

2001년(10월) 8,058 793 8,851 91

합계 26,634 3,706 30,340 88

<표 7-4>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

품 목 재활용률 재활용 불가능 품목 비 고

냉장고 82% 폴리우레탄 먼지 등 이물질 :
약 1~3% 포함됨.세탁기 95% 혼합 플라스틱

주) 냉장고 480ℓ, 세탁기 8㎏ 기준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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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재활용 품목별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발 생 량 월 평균

발생량
비 고

냉장고 세탁기

고철 27.0 16.0 367,251

알루미늄 1.1 0.8 14,634

구리 0.6 0.0 4,388

모타 0.0 5.5 50,221

컴프레서 8.5 0.0 68,691

트렌스 1.8 1.2 24,664

클러치 0.0 2.5 15,220

잡비철 0.4 0.5 1,413

스테인레스 0.0 0.1 2,954

폐전선 0.5 0.8 8,783

플라스틱 8.5 8.5 208,161

폐기판 0.2 0.5 4,959

폴리우레탄 9.0 0.0 67,394

기타 3.8 4.0 11,609

합 계 61.4 40.4 850,342

주) 냉장고 480ℓ, 세탁기 8㎏ 기준임.

○ 삼성전자는 LG전자, 대우전자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2000년 6월 환경부

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

여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실현에

앞장 서 나가고 있음.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설립하여 전국을 4개지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운영

- 자발적 협약은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를 가져올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자기이익에 근거한 참여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부와 기업사이의 협약을 말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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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친화 레이저 프린터 개발로 환경경영대상 수상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제품의 개발기획부터 제조, A/S까지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진행으로 관련부서간 정보교환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제를

일찍부터 굳혀 왔음. 이런 바탕 하에 설계·생산·유통·사용 및 폐기에 이르

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품의 환경 유해성·분해성 및

재활용성 면에서의 환경친화 제품 개발에 노력해 왔음.

- 이런 노력에 의해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회

환경경영대상 그린마케팅 부문에서 삼성전자 레이저 프린터 ML-6060이

대상을 수상함.

(2) 추진 배경

○ 기존의 전통적 '품질중시경영'은 이제 새로운 '환경중시경영'으로 바뀌었음.

즉,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품질경영은 이제는 설계부

터 폐기까지의 품질향상과 함께 자원절약, 환경성을 증대하여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 환경경영으로 바뀌었음. 품질경영에서는 좋은 제품

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이익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환경경영에서

는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높은 기업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가

고 있음.

(3) 추진 내용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레이저 프린터 사업은 수년간의 개발투자 끝에 지

난 1991년 3월 시작되어 여러 모델들을 개발해 왔음. 그리고 2001년 환

경경영대상 그린마케팅 부문을 수상한 레이저 프린터 ML-6060은 1999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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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 여름까지 만 1년 이상 개발이 진행된 모델

임.

○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환경보다는 품질문제에 가장

민감하며 거기에 많은 부분을 투자함. 개발 중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결국, 환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음. 삼성전자에서 해 오고 있는 환경친

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본 모델은 품질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

어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나 환경심사의 통과, 획득을 목표로 하여 진행을

했음. 각 부품의 환경친화적 재질 선정부터 시작하여 자원절약과 여러 규

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했음.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와 실험, 진행단계가 필요하게 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 인

력 운영 등에서 문제가 되었음.

○ 따라서 개발자와 관련부서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음.

기존에 1시간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며칠이 걸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

러 노력이 필요했지만 개발 진행을 하면서 관련부서와 함께 직접 확인하

며 인식을 바꿔 나갔음.

○ 오존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토너 개발을 예로 들어보겠음. 토너는 레이

저 프린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이기에 일반적으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우선 수천종의 토너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그것을 시험

하면서 제품에 적합한 최상의 품질을 확인, 결정하여야 함. 다음단계는

(새로이 추가되어) 정착단계의 토너 냄새를 직접 확인한 후 양호한 것은

전문기관에 오존발생량 측정을 의뢰함. 제품에 적합한 토너를 Setting 하

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토너의 오존발생량이 기존과 비슷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었음(기존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했음). 처음부

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경험을 겪으면서 역시 품질보다는 환경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절감한 좋은 계기가 되었음.

○ 이런 다방면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하는 환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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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레이저 프린터부문에서 국내 유일하게 취득했으며 에너지 절약마크,

에너지 스타마크 등을 취득했고 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수여하는

2001년 환경경영대상 그린마케팅부문까지 취득하는 영예를 얻었음.

(4) 추진 결과

○ ML-6060은 국내 및 해외 11개국에 수출하는 모델로 비충격 전자사진 방

식을 이용한 탁상형 레이저 프린터임. 기획 및 개발 당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탁월한 성능의 제품개발에 마침내 성공한 것임.

- 재질선정 : 제품을 폐기할 때 주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기본적인 플라스틱 재질은 독일의 국제적인 환경규제 규격인 Blue Angel

에 적합한 'Non-Halogen' 재질을 최초 개발, 적용하였고 25g 이상 모든

플라스틱부품에 회수가 가능토록 재질표기 및 리사이클 마크를 적용했음.

- 오존발생 최소화 : 현상, 정착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오존을 줄이

기 위해서 기존 코로나 방식에서 접촉 Roller 방식을 채용하고 토너 자체

의 성분도 개조하여 오존발생량을 기존의 5%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여 실

내오염을 최소화하였음.

- 규격 및 안정성 인증 : 신규개발에 필요한 신규자재를 최대한 줄이고 국

내외 규격품 및 기존자재를 이용, 자원절약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국·캐나

다·유럽 등 국제적인 규격 및 안정성 인증을 30여개 이상 획득하였음.

- 구동소음 개선 : 고윤활 구동 재질 선정, 구동기어의 최소화, Paper-Path

의 곡률증대 등을 통해 사무환경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없이 동작 중에서

48dB 이하의 적은 소음을 유지토록 했음.

- 토너 절약모드 : 기존에는 토너 절약모드를 사용하려면 전용 프린트 드라

이브를 통하여 선택을 해야만 가능했는데 이 기능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버턴 하나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외장 판넬부에 설치하여 실질적으

로 사용자로 하여금 토너를 손쉽게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용지절약(용지걸림 개선 및 양면인쇄 기능) : 주요부위에 제어용 센서 설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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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용지걸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자동복구기능까지 갖추었음. 특히

배지부에 'Decurling 장치'를 달아 1번 프린트한 후 최대한 용지의 평활

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기존 레이저 프린터에서 어려웠던 이면지도 용지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토록 하고 그대로 양면인쇄(Duplex) 기능까

지 갖추고 있어 용지자체를 아끼는 것도 세심하게 배려하였음.

- 장시간 사용 : 550매의 대용량 용지함을 채택하여 1번 용지 장착으로 장

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용지 포장단위를 생각하여 용지 재장

착시 남은 용지를 최대한 억제하여 용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하였음.

- 절전 :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모드(인쇄시 최대 350W, 대기시

12W 이하)로 들어가게 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하였음.

- 전사성능 개선 : 저온저습∼고온고습, 저∼고기압 환경까지 거의 모든 환

경 조건에서 전사성능이 탁월해 토너 낭비가 없고 폐토너의 발생을 억제

하였음.

- 경제적 효율성 : 해외 경쟁사의 동급모델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월하

고 현상기 및 세트의 수명이 타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경제적임.

또한 사용한 카트리지는 폐기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친화

제품으로 손색이 없음.

- 출력속도 : 고속 CPU를 채용하고 메모리 용량이 크며 Warming-up

Time 및 첫장 인쇄속도를 제어하여 빠른 처리속도로 사용자의 시간을 절

약하도록 하였음.

- 선명한 화질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1200 DPI까지 선택가능하고 그래픽

처리능력이 강화된 칩을 내장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의 출력이 가능

함.

- 정착성 개선 : 엄격한 기초안정성·기능통합·환경·수명·유통·응용평가시험

과 6시그마 개념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생산라인 및 부품의 관리, 공정

및 시장불량 최소화를 실현했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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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류관리를 통한 오염배출의 사전예방"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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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녹색화

9. TFT-LCD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유해가스 사용량

저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10. Mold 공정 금형 세정방법 변경에 의한 폐기물 감소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11. 공정개선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12. 약품 및 공정개선으로 악취 및 VOC 발생량 저감

(삼성SDI 부산사업장)

13. 수평 동도금 공정개선으로 원료 사용량 및 폐액

발생량 저감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14. 서냉로 배가스 폐열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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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FT-LCD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유해가스 사용량 저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1) 제조공정 개요

○ TFT-LCD 제조공정은 FAB, 액정, Module 등 크게 세단계로 분류되는데

이중 전공정에 해당되는 FAB 공정은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하며 Glass

위에 액정을 구동할 Transistor를 만드는 공정임.

- 박막증착, 사진현상, 식각공정(건식 및 습식 식각으로 분류)을 수 차례 반

복하여 일정한 구조의 Transistor를 만들게 되며 이중 박막증착 및 건식

식각공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해 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건식식각(Dry Etch)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는 SF6, Cl2, He, N2, O2

등이 있으며 이중 N2와 O2는 자체 Utility를 통해 공급되며 SF6, Cl2, He은

가스통을 통해 공급되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음.

○ 건식식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중 Cl2(염소)는 부식성이 강하고 공기

중에 0.1% 이상 존재하면 순간적으로 강한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사망하

는 유독가스이며 SF6(육불화황)은 지구 온난화 규제 대상인 PFC 계열 가

스로서 SF6의 지구 온난화 계수는 24,900(CO2 = 1)임.

○ 가스통이 보관되어 있는 가스 Room에는 MDA에 의해 가스의 누출을 자

동 감지하여 경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가스 누출

시 즉각 대응으로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음.

○ Cl2는 가스 선 연결부위와 주변 설비를 부식시켜 다른 유해가스의 유출을

유발하며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킴. SF6와 Cl2는 건식식각 공정에서 필수

사용 가스로 인식되어 왔으며 안정적인 공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율을 유

지해 주어야 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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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Cl2의 강한 부식성으로 인해

2000년 상반기에 2차례에 걸친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고 가스 Room의 다

른 부속 부품의 수명 단축을 초래하였음.

○ 건식식각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중 Cl2의 가격이 가장 높아 제조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됨.

○ 다른 가스에 비해 사용량이 많고 수작업에 의해 가스통이 교체되기 때문

에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

○ 따라서 자재비 절감과 설비 수명 연장을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l2의 대체가 절실하게 되었음.

(3) 개선 내용

가. 식각 Mechanism

○ PR Mask에 의해 형성된 Pa ttern을 따라 가스의 Ion에 의한 Ion

Bombardment 작용을 통해 수직방향으로 막이 식각되고 Film 측면에 억

제제(Inhibitor)가 부착되어 수평방향으로 막이 식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

정을 반복하며 일정한 모양의 Pattern이 형성됨. 이와 같이 Film 측면에

일정한 억제제(Inhibitor)를 형성하기 위해 Cl2를 첨가함.

○ 반응 Ion과 억제제(Inhibitor)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모양을 Profile이

라고 하며 적층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비스듬한 모양을 형성하는 Taper

Profile이 요구됨. 이 구조에서는 SF6 + Cl2 가스(More SF6) 혼합 조성으

로 적용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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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건식식각 공정의 식각 Mechanism

Ionic Species

PR Mask

Film

Inhibitor

Inhibitor Removed
by Ion Bombardment

나. 신규 공정의 식각 Mechanism

○ 아래 (그림 9-2)에서 PR Mask에 의해 형성된 Pattern(1)을 기준으로 수

직방향으로 막을 식각함과 동시에(2), PR도 함께 식각하면서 측면으로 후

퇴시키고 드러난 막이 순차적으로 식각되는 일련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Taper Profile을 형성시킴(3).

(그림 9-2) 신규 공정의 식각 Mechanism

(1) (2) (3)

○ 이와 같은 Mechanism에 따라 적용된 가스는 O2임. 가스 조성은 SF6 +

O2(More O2) 혼합으로 사용되었음.

<표 9-1> 공정개선 전후의 가스 조성 변화

구 분 사용 가스 사용 비율

이전 공정 SF6, Cl2 SF6 》Cl2

신규 공정 SF6, O2 SF6《 O2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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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정이 Cl2에 의해 생성된 Polymer성 억제제를 통해 Taper Profile

을 만들었다면 신규공정은 식각 대상 막과 PR간의 식각 속도차이를 이용

하였음.

(4) 개선 효과

가. 유형 효과

○ Cl2를 O2로 대체하는 신규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Cl2 사용량을 개선 전 대

비 39% 수준, SF6 사용량을 31% 수준으로 감소시켰음. 가스 사용량 절감

을 통해 연간 4천만원의 순수 재료비를 절감하였고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신규라인에도 동일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Cl2 사용량을 Line Set-up 초기

부터 절감할 수 있었음.

○ 또한 가스통 교환에 소요되는 설비 가동 Loss 및 인당공수 절감을 통해

연간 5천만원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거두었음.

나. 무형 효과

○ 설 비의 유지 보수 를 위 해 정 기적 으로 예방 보전 활동 (Preventi ve

Main tenance ; PM)을 실시하고 있으며 Cl 2를 사용하는 경우 식각

Chamber 내부가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고 부착된 Polymer가 잘 제거되

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개선조건을 적용한 이후 Chamber가 비교

적 깨끗하여 PM 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음.

○ 공정 조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타파함으로써 공정개선의 무한성을 깨

닫게 되었고 Green Process 구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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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old 공정 금형 세정방법 변경에 의한 폐기물 감소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은 반도체 조립 전문공장으로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에서 제작된 Wafer를 D/A → W/B → M/D → D/F → M/K → TIN →

T/F → Test → 포장 → 입고 공정을 거친 후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공급하

고 있음.

- D/A (Die Attach) : 반도체 칩을 Lead Frame에 장착하는 공정

- W/B (Wire Bonding) : 금선을 이용한 반도체와 Lead Frame간의 회로

연결

- M/D (Molding) : 반도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EMC(Epoxy Molding

Compound)로 보호막을 입히는 공정

- D/F (Deflash) : Molding후 이물질을 모래 또는 Chemical을 이용하여 제

거하는 공정

- M/K (Marking) : 반도체 표면에 고유 No. 등을 인쇄하는 과정

- TIN (도금) : Sn/Pb를 이용한 Lead Frame 다리에 도금하는 공정

- T/F (Trim Form) : Lead Frame 다리를 자르고 구부려서 PCB기판에 장

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

○ 이런 조립 중 Mold 공정은 EMC로 성형 후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Cleaning 하는 공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 해 당초에는 Melamine

Compound를 사용하였으나 이럴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과다 및 작업환경

이 열악하였으나 이를 Rubber Sheet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및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고 아울러 원가 절감효과도 달성할 수 있었음.

(2) 추진 배경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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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d 공정에서는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에 대해 금형오염 제거를 위

해 일정 주기 사용 후 금형 세정을 실시함. 금형 세정 방법은 Tablet 모양

의 Melamine Compound를 사용하여 동더미 Frame을 이용, 금형 세정 작

업을 실시하므로 세정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연간 32톤이 발생하고 있

음. 이에 금형 세정 방법의 변경, 폐기물 감소를 통하여 사람과 자연을 존

중하는 "녹색경영이념”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

○ Mold 공정은 성형조건을 위해 180℃ 고온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며 금형

오염으로 주기적인 금형세정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공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음.

- 금형 온도 180℃ 상태의 금형세 정 작업으로 인하여 Tablet 모양의

Melamine Compound 성형 완료 후 수작업 제거 시 외부 온도차이에 의

한 성형 조각(EMC Cull)이 "튀여" 얼굴 화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보안경을 착용 사용토록 하나 근원적 작업환경 개선이 미흡함.

- Tablet 모양의 Melamine Compound 금형세정 시마다 매회 금형(금형온

도 180℃ 유지)의 구석구석(Air Vent 부위)을 제거해야 하는 3D 업종의

작업 방법임.

- 분말의 가루를 Tablet 모양의 Melamine Compound로 제조 사용하므로

분진가루가 날리고 작업자의 흡입이 발생함.

- Melamine Cull의 다량 발생으로 환경친화기업 이미지 손실 및 난분해성

물질로 2차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금형 세정을 위한 Melamine 수지 사용시 잦은 세정주기로 인한 인력과

원가 낭비가 발생함.

(3) 추진 내용

가. Mold 금형 세정 자재 변경

○ 원부자재를 기존의 Melamine 수지에서 Rubber Sheet로 전환함으로써 작

업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였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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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amine Compound에서 Rubber Sheet로 전환하면서 1회당 반복

Cleaning 횟수를 10회에서 3회로 단축시켰음.

- Wax Compound를 Tablet 형식으로 개별 삽입하던 것을 Sheet 한장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음.

<표 10-1> 원부자재 상호 MSDS 비교

구 분 Melamine

Compound

Rubber Sheet Rubber Wax
Sheet 비 고

Model JS-3500 WS-6000

Base

Polymer

Melamine
Resin

(60~70%)

EPDM + BR

(30~50%)

EPDM + BR

(30~50%)

Synthetic Rubber로
Binder 기능 및
작업성 제공

흡착제
Silica

Powder

(10~30%)

Silica,
Magnesium

Silicate
(40~65%)

Silica Powder

(40~65%)

금형으로부터 오염물

흡착

세척제 -
Amine계 화합물

(5~10%)
-

금형과 오염물사이의

접착력 약화 역할

세정

보조제
-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4%)
-

서로 다른 물질간의

친화력 증대

경화제
Catalyst

(2~3%)

Organic
Peroxide
(1% 미만)

Organic Peroxide

(1% 미만)
가교결합유도

Wax - -
Polyolefin

(25%)
금형의 이형성 회복

비 고

·JS-3500의 주성분은 합성 고무, 실리카, 산화티타늄, 세정제, 세정

보조제, 유기 과산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제품의 형태는 15mm 간격
으로 Half-cut이 되어 있는 Slab 형태로 되어 있음.

·JS-6000은 합성고무, 실리카, 산화티타늄, 폴리올레핀계 왁스,

유기과산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의 형태는 JS-3500과 동일함.

나. Rubber Sheet 작업 표준화

① Melamine, Rubber Clean, Wax를 준비함. Rubber Clean Model JS-3500

Rubber Wax Model WS-6000을 준비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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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비 Mode를 Sheet Clean Type으로 설정함.

③ JS-3500을 Cavity 위에 한 줄로 또는 두 줄로 Air Vent 쪽이 Cavity가

막히지 않도록 놓음.

④ 양수 Button을 누름.

⑤ 순서③과 순서④를 다시 반복함(반복방법 : JS-3500은 3 Shot 실시).

⑥ WS-6000으로 바꾸어 순서③과 순서④를 2번(Shot) 실시함.

⑦ 설비 Sheet Clean Type을 해제함.

⑧ Dummy 1 Shot 또는 양품 1 Shot을 성형하여 외관 품질을 확인함.

⑨ 정상 작업실시

(4) 추진 결과

<표 10-2> 세정방법 변경에 의한 효과 분석

구 분 Melamine Cleaning Rubber Sheet 효 과

폐기물
발생량

세정제: 10 Shot/회
이형제: 2 Shot/회

Dummy: 2 Shot/회

총계: 14 Shot/회
▶ 1.1㎏ 발생/회

세정제: 3 Shot/회
이형제: 2 Shot/회

Dummy: 2 Shot/회

총계: 7 Shot/회
▶ 0.7㎏ 발생/회

1회당 폐기물 감소량

=1.1㎏-0.7㎏

=0.4㎏/회

소요비용 42,130원/회 31,730원/회 절감액: 10,400원/회

작업자
만족도

설문조사

금형

세정시간
90분/회 45분/회

TPT 50% 단축

→생산성 향상

세정결과 설문조사

총136대

보유

-효과 파악(2001년 6월 적용률 37%)

·폐기물 감소량

=136대*37%*400g*30일/월*12월/년 = 7,246㎏/년
(2001년 12월 적용률 75%시는 14,688㎏/년 감소)

·원가 절감

=136대*37%*10,400원*30일/월*12월/년 = 188,398천원/년
(2001년 12월 적용률 75%시는 381,888천원/년 감소)

·금형세정 시간 50% 단축(45분 단축/일·대)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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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 발생량 감소

○ 기존의 Melamine 수지를 사용시 보다 세정 횟수가 짧아 이로 인한 폐기

물 절감 효과가 연간 7톤에 이르며 2001년말 75% 이상 적용 시 연간 15

톤의 폐기물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또한 향후 100% 적용 시를 감

안하면 연간 19톤의 폐기물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나. 원가절감 효과

○ Rubber Sheet의 가격은 기존 수지보다 비싼 편이나 세정 주기 감소로 인

하여 연간 3.8억원(75% 횡전개)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전 장비에 확대 적용할 시 연간 5.2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다. 금형 세정기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투자비 절감

○ 이로써 장비 1대당 45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

하면 101 hr/일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성형장비 4대 불량

으로 약 4억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라. 무형 효과

○ 작업 중 발생 하는 분진, Cull의 튐으로 인한 상해, 고온에 노출 빈도를 줄

임으로써 사원의 작업 만족도 측면에서 대폭 개선될 수 있었음.

- 세정 결과 기존의 Melamine 수지를 사용할 때 보다 월등함으로써 적은

인력과 비용의 지출로 보다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성

형불량도 감소하였음.

○ 이러한 제반 활동으로 환경친화기업 및 안전보건 초일류기업으로서의 이

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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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개선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1) 추진 배경

○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은 삼성의 녹색경영이념 중 "공정의 녹색화"를 실현하

고 생산공정 단계에서부터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오염배출원을 제거함으로

써 발생될 오염물질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음.

○ 공정개선을 통한 유해 폐기물(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억제

- TFT-LCD 제조공정의 개선으로 사용하는 약액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함으로써『배출후의 처리』가 아닌『원류관리』를 하고

있음.

○ 환경개선활동을 통한 경영이익 창출

- 생산에 투입되는 약액량을 절감함으로써 원부자재 구매 비용 절감 및 폐

기물 발생시 처리 비용을 동시에 절감함으로써 경영이익을 창출함(연간

44억원 절감).

○ 환경친화 사업장 구현에 일조

- 유해 폐기물(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의 주요원인 공정에 대한 개선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저감하고 환경친화 사업장

이미지에 일조함.

(2) 개선 Point

○ TFT 세정 시 다량의 폐기물(폐액)이 발생하여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활동

전개, 추진항목은 크게 『약액교체주기연장』,『약액 보충방법 개선』,『배

기 비산폐액 제거』 3가지로 접근하여 개선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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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공정개선 흐름도

다량의 폐액 발생 원인

약액 품질 유지를

위한 주기적 신액보충

배기로의 비산 폐액잦은 약액 교체
발생사유

약액교체주기 연장 교환주기 내

약액 품질 성능 유지

배기 비산 차단

방 법
액조성 보충

질산 세정 도입
다단 Cascade 적용

液切 기능 강화

Auto Damper 적용

Mist Catcher 적용

성 과 월간 폐액 발생량 50.7% 감소

개선방향

(3) 추진 내용

가. 약액 교체주기 연장

○ 통상 약액 사용주기의 한계는 약액 사용주기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공

정결과에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음. 즉 TFT-LCD Panel 제조공정에 사용

하는 Etchant의 경우 Etching 대상물의 Etch Profile 변화에 직접적인 제

약을 받게 되는데 신액 투입 초기 상태에서 Etch Profile 30°수준의 경사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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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Taper Angle)이 약액 사용주기가 증가하면서 약액 조성 내 특정 성분

의 변화에 의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띄게 됨. 약액 주기별로 조성 분석

시 질산의 변화와 Etch Profile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

어 사용주기에 따른 적정량의 질산을 주기적으로 보충해 줌으로써 기존의

약액 사용 주기 대비 2~3배 이상 사용하더라도 30°수준의 안정적인

Etch Profile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Etchant의 경우 약액 내 조성 성분 중 특정 성분이 사용 주기 연장

에 따라 결정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이물질(Particle)화 하여 제

조 공정 진행 중 불량품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짧은 시

간의 사용 후 약액을 교체해 주어야만 했음.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

하던 중 Etchant 내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에 대한 제거가 질산용액으로 가

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Etchant의 주기를 연장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불량을 질산 약액 세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

게 됨.

나. 약액 보충 방법 보완

○ 설비에 공급되는 약액의 교체 주기를 일괄교체에서 순차교체(Cascade)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기판반송 시 발생되는 약액 유실량을 저감함.

(그림 11-1) 약액 보충 방식 개선 전후 공정도

개선 전 개선 후

■약액교체 : 일괄교체

※ B1,2 약액 열화로 신액 보충 필요

신액폐액

Bath-1 Bath-2 Bath-3 Bath-4

신액보충

※ 약액 열화정도 양호한 하류측에서
상류측으로 약액 순차 공급

신액폐액

Bath-1 Bath-2 Bath-3 Bath-4

■Cascade 방식 적용

(약액교체 : 일괄교체 →순차교체)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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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기 비산폐액 방지

○ 기존설비에서 공정상 Spray, 고압분사에 의한 약액이 비산하여 배기로 유

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배기 응축폐액이 발생함.

- Spray, 고압분사 시 Auto Damper를 설치하여 배기를 차단하며 Mist

Catcher를 설치하여 배기되는 응축약액의 발생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약액

발생량을 줄였음.

(그림 11-2) 배기 응축폐액 유실률 변화

0

5

10

15

20

25

기존 현재

유실율(%)

(4) 추진 결과 및 효과

○ 공정개선을 통해 폐액 발생량을 연간 1,035톤 저감하였고 공정에 투입되

는 약액을 연간 42.5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5) 향후 계획

○ 기존라인은 설비개조 후 확대 적용하며 신규라인은 전면 적용토록 하고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제조공정 폐기물(폐액) 발생을 최

소화함과 동시에 PR Strip 공정에 사용되어지는 Strip 폐액에 대해서는 폐

액 리사이클링을 도입하여 폐액 발생 자체를 Zero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

록 할 예정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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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품 및 공정개선으로 악취 및 VOC 발생량 저감

(삼성SDI 부산사업장)

(1) 사례 설명

○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공단지역 인근주민의 잦은 민원

발생 등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 부산사업장

은 환경보전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장이 되고자 사전물질평가

제를 통한 약품사용 규제 및 친환경 약품개발을 도모한 결과, 악취 및

VOCs 발생공정을 무공해 공정으로 개선한 사례임.

(2) 추진 배경

○ 환경부는 1999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 지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업과 저유소

에 대한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토록 하였고 2000년에는 유

기용제와 페인트제조업을 비롯한 7개 업종 2,300여 업체에서 VOCs 배출

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였음.

○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서 악취 및

광화학스모그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월드컵대회를 목전에 두고 대기오염

의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 당 사업장은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Zero화

를 목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공정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우선

적으로 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기존의 방지시스템으로는 오염물질(악취, VOCs) 관리에 많은 어려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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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고 신규방지시설 도입 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

함에 따라 제조기술 및 사용부서와 TF 팀을 구성하여 대체 약품 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위의 두 가지 문

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됨.

(3) 추진 내용

가. 공정 조사

○ 사업장 내의 악취 및 VOCs 유발물질에 대한 물질 종류별, 성상별, 사용농

도, 사용조건 및 현상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약품현황 정밀조사

를 통해 사용공정의 세부 현황을 파악함.

<표 12-1> 악취 및 VOCs 약품사용 주요 공정

구분 공정 약품명

브라운관 마스크, 락카, 코팅 TCE, 톨루엔, MEK, 메탄올

D/C 사업부 전지캔 탄화수소계

생산기술 오메가프레임 TCE

주) TCE는 트리클로로에틸렌, MEK는 메틸에틸케톤을 말함.

나. 공정 선정

○ 공정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사업부의 제조, 기술부서와 협의를 통한 약품

대체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효과, 공사용이함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

하여 타 공정의 품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테스트 후 확대 적용이 가능

한 브라운관 마스크탈지공정과 D/C 사업부의 전지캔 제조공정을 우선적으

로 선정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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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 내용

① 마스크 탈지공정

○ 프레스 작업 후 마스크표면에 남아있는 오일을 제거하기 위한 탈지작업시

TCE를 사용하였으나 신규 약품 테스트를 통해 탈지공정을 거치지 않고

프레스 후 흑화로에서 완전 분해연소가 가능한 오일 개발로 TCE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공정을 실현함.

(그림 12-1) 마스크공정 개선전후 비교

<개선 전>

투입 프레스
탈지

(TCE)
흑화

흡착탑

배출가스
(VOCs)

오일
잔액

투입 프레스 흑화

오일
잔액 완전분해

(CO2,H2O)

<개선 후>

-프레스 오일변경으로 완전연소에 의한 오염물질 Zero화

<분해 과정>

-프레스 오일(C,H) + O2 → CO2 + H2O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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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지캔 공정

○ 프레스 작업 후 부품표면에 남아있는 오일 및 금속잔티를 제거하기 위한

세정공정에 세정수로 탄화수소계(엑시벤트)를 사용하였으나 수계세정제(계

면활성제)로의 변경을 통한 공정개선을 수행함.

(그림 12-2) 전지캔 공정 개선전후 비교

<개선 전>

-탄화수소계 약품에 의한 악취다량 발생

투입 프레스
세정

(탄화수소계)
건조

흡착탑

배출가스
(악취)

오일잔액
금속잔티

<개선 후>

-세정액 약품변경으로 악취유발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Zero화

투입 프레스
세정

(수계세정제)
건조

흡착탑

(사용안함)

세정폐수

오일잔액
금속잔티 폐수처리

(4) 추진 결과

가. 무공해 사업장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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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탈지공정의 경우 개선전 TCE 사용량이 월 15,000kg으로 사업장

내에서 가장 많았으나 프레스 오일변경에 따른 무탈지공정의 실현으로 개

선후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100%의 환경

개선효과 및 향후 유사공정에 확대적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표 12-2) 개선전후 오염물질 발생현황 비교

○ 또한 약품비를 포함한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연간 1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었음.

○ 전지캔 공정의 경우 개선전 탄화수소계 세정액의 사용에 따른 다량의 악

취물질 발생으로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

나 수계세정제로의 약품 개선 후 악취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

로써 환경 개선효과를 얻었음.

나. 환경친화기업 이미지 제고

○ 지역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부 및 주민에게

확고히 하였고 임직원에게는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를,

환경파트 구성원들에게는 환경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였음.

○ 삼성SDI 부산사업장에서 실현한 공정개선 사례를 국내외 10개 사업장에

수평전개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Zero화 실현으로 친환

경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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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세정제

(GC-2000S)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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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평 동도금 공정 개선으로 원료 사용량 및 폐액 발생량 저감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은 부산시 녹산공단에 위치하며 1999년 10월부터 시

작한 전자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써 주로 휴대폰에 사용되는 MLB(Multi

Layer Board ; 다층인쇄회로기판) 및 칩부품인 MLCC(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 적층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음.

- 사업초기에 MLB 공장의 일부 생산공정을 변경하여 유독물, 용수사용량

저감 및 약품의 국산화로 원가절감 및 품질수준을 향상시킨 후, 설비 및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 원재료 사용량과 폐액 발생량을 감소시킨 사례임.

(2) 추진 배경

○ MLB공정 중 수평 동도금 Line은 특성상 유독물질 사용량 및 폐액 발생량

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는 공정임.

- MLB 제조에 있어 수평 동도금 Line은 층간 통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공정으로 설비 구조는 수평 Type이며 약 20여 가지의 Chemical을 사용

하여 화학/전기적 도금을 실시하며 Insoluble Anode(불용성양극)를 채택

하여 Cu2+의 공급과 조절은 Redumat(Cu 및 Fe 이온의 조절 기능을 담당)

이라는 부속장치와 Fe이온의 산화 및 환원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정임.

<표 13-1> 수평 동도금 공정의 문제점

구 분 세부내용

원재료 및
폐액량

증가

-수평 동도금 Line(2개 운영)의 지속적인 Cu2+농도 상승으로 농도
하향 조절을 위해 일정량씩 전기동 용액을 폐기함(492톤/년).
·폐액 처리비용 상승 : 1.2억원/년

유지비용
상승

-Redumat 장치의 전극봉 수명이 짧아 1회/4개월 교체 실시
·유지비용 상승 , 설비 효율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생산성
저하

-전극봉 등 부대장치 교체 시 생산라인 가동 중지
-잦은 폐액 발생 및 도금농도 불균일로 제품 불량 발생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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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내용

- 수평 동도금 Line 설치 완료 : 1차로 1999년 10월, 2차로 2000년 8월

- Cu2+농도 상승 문제 통보 및 개선 요청 : 2000년 4월

- New System 개발 및 Field Test(Maker) : 2001년 2월~5월

- 신규 Redumat를 당 사업장에 적용 완료 : 2001년 6월

(그림 13-1) 수평 동도금 공정 개선 내용

기존 Redumat 개선 Redumat

정류기 용량 600A(정류기 1대) 각 Cell별 200A(정류기 4대)

정류 방식 Anode / Cathode : Switch Anode / Cathode : Fix

Anode Rod Rod Type(작은 표면적) Mesh Type(큰 표면적)

농도조절 능력

(Cu, Fe)

낮음 높음

※ 정류기 용량 및 정류방식의 변경으로 농도 조절능력 향상

Anode Rod

Rod Type(작은 표면적)
⇒ Life Time 짧다.

Mesh Type(큰 표면적)
⇒ Life Time 길다.

- 표면적이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전류 밀도가 되며, 또한

전극이 Switch 되면 부하가 커져 Life Time이 짧게 됨.

투입 내층에칭 인쇄,표면처리적층흑화 도금 외층

<MLB 제조공정>

전기동

본조

전기동

본조

기존 Redumat 시스템
Total
600A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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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

본조

전기동

본조

MAX

200A

MAX

200A

MAX

200A

MAX

200A

개선 Redumat 시스템

<참고> 수평 동도금 Line의 Cu2+ 농도 조절 Mechanism

○ 전기동 본조 내에서의 주반응

- 양(+)극 : 2Fe2+ → 2Fe3+ + 2e- (IAS Basket에서의 반응)

- 음(-)극 : Cu2+ + 2e- → Cu (Clamp에 물린 기판에서의 반응 : 도금현상)

○ Cu Dissolving 탱크에서의 주반응

- 2Fe3+ + Cu → 2Fe2+ +Cu2+

○ 이론적으로는 위의 두 가지 반응이 평형을 이룰 경우 각 금속이온의 농도

는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도금효율, 전류효율, 주반응 외의 부반응 등으로

농도 평형유지가 되지 않음.

- Cu2+ 농도를 유지시킬 경우 Fe3+ 농도가 상승하여 도금효율이 저하되며

Fe3+ 농도를 유지시킬 경우에는 Cu2+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Redumat 시스템이 사용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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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mat 시스템에서의 주반응

- Anode : (+) 극

·주반응 : 2H2O → O2↑ + 4H+ + 4e-, 부반응 : Fe2+ → Fe3+ + e-

- Cathode : (-)극

·주반응 : Fe3+ + e- → Fe2+, 부반응 : Cu2+ + 2e- → Cu

- Cu2+ 농도는 Cu금속의 보충량을 통해 조절하며 Fe3+ 농도는 Redumat의

전류 설정을 통해 조절하게 됨.

(4) 추진 결과

가. 유형 효과 : 총 4.9억원/년

○ 폐액 처리 비용 및 기타 Chemical 보충 비용 : 약 4.3억원/년

- 개선 전 기판 1㎡ 작업시 평균 폐기량 : 1.1 ℓ/㎡

- 개선 후 기판 1㎡ 작업시 평균 폐기량 : 0.1 ℓ/㎡ 미만

- 전기동 용액 폐기 시 ℓ당 비용 : 863.79원/ℓ

- 2001년 하반기 월 평균 작업량 : 약 41,480㎡/월

- 효과금액 산출 = 1.0ℓ/㎡ × 863.79원/ℓ× 41,480㎡/월 × 12월/년

○ Spare Parts(전극봉) 교체비용 : 약 0.6억원/년

- 2개 Line의 전극봉 총 수량 : 192개

- 1회/4개월 교체 시 년간 필요 수량 : 576개

- 전극봉 단가 : 약 220,000원/개

- 효과금액 산출 = 576개 × 220,000원/개 × 0.5

·0.5 : 설비 개선 시 Spare Parts 수명 약 2배 연장

나. 무형 효과

- 전기동 용액 폐기 및 기타 Chemical 보충 시간 Loss 절감(8hr/월)

- 산성 가스로 인한 설비부식 감소

- 작업환경 개선 및 환경안전 위험 감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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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냉로 배가스 폐열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용해, 성형된 제품은 연마공정으로 이송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연마제를 통한 연마 후 최종적으로 물로 세

척되고 전기히터를 통해 건조되어 검사공정으로 이송됨. 이때 연마 세척

후 제품 건조용으로 전기히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대신해 서냉로에서

나오는 배가스(150~180℃)를 이용하여 건조함으로써 연간 8천 4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함.

(2) 추진 배경

○ 세계 최초로 유리 서냉로의 배가스를 회수하여 연마공정 제품건조용 전기

히터를 대체하는 개선 과정에서 생산, 품질, 작업환경, 고객사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예측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과제

추진 TF 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테스트, 분석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하게 됨.

(3) 추진 내용

○ 연마제품 건조에 사용되는 열원을 전기히터에서 서냉로 배가스를 회수하

여 건조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전기히터의 전력비 절감 및

제품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킴.

- 추진 과제 : 서냉로 배가스 회수로 연마제품 건조

- 추진 기간 : 2000년 4월 ~ 2001년 4월(12개월)

- 추진 부서 : 녹색경영G, 제조1,2G, 공무지원G, 품질지원G, 고객지원G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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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추진 내용 및 일정

일정 추진 내용

2000. 4.12

2000. 4.28

2000. 5.15
2000. 7.11

2000. 7.18

2000. 7.20
2000. 8.21

2000. 9. 1

2000.10.15
2000.10.30

2000.11. 6

2000.11.10
2000.11.15

2000.12.19

2001. 1. 2
2001. 1. 4

-1차 회의 : 과제현상 파악(추진목적, 문제점 도출 및 업무분장)

-2차 회의 : 경영중점과제 등록, 업무분장 및 세부추진일정 계획

-3차 회의 : 타당성 및 기술검토(온도 측정결과, 품질영향 분석결과)
-투자 예심 통과

-4차 회의 : 투자품의, 기술검토, 설계 도면 완료

-기본품의 완료(공장장 승인)
-5차 회의 : 공사계약 및 진행, 공사계획 설명

-공사발주

-입 고
-6차 회의 : 과제 수행을 위한 1차 대책회의, 공사진척현황 설명

-7차 회의 : 과제 수행을 위한 2차 대책회의, Test 운전결과 설명

-8차 회의 : 과제 수행을 위한 3차 대책회의
-9차 회의 : 과제 수행을 위한 4차 대책회의

-설치, Test 완료

-에너지시설투자 완료 보고
-10차 회의 : 과제 종결회의

(그림 14-1) 서냉로 배가스 회수 전후 비교 분석도

<개선전>

21Line Wash/Dryer

23Line Wash/Dryer

Blower

Blower
전기히터

전기히터

PHW
압축 공기

5~15℃

65~85℃

Wash Dryer내 온도 : 45~60
℃□ 21, 23Line 연마 Wash/Dryer 가동 방식

- 전기히터

- 압축 공기(5~15℃) 사용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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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130℃~190℃

31Line
서냉로

21Line Wash/Dry

23Line Wash/Dry

Blower
5Hp×2개

Blower
5Hp×2개

PHW
압축공기

65~85℃

5~15℃

열교환기

열교환기

30~
45℃

Wash Dryer내 온도 : 60~80℃

□ 21, 23Line 연마 Wash/Dryer 가동 방식

- 31Line LEHR 배가스로 건조

- 압축 공기(30~45℃), 25℃↑ 사용

(4) 추진 결과

○ 투자금액 : 7천 9백만원

- Blower : 9백만원

- 배관 및 보온 : 6천 2백만원

- 기타 부대설비 : 8백만원

○ 유형효과 : 전력 절감금액 8천 4백만원/년

○ 무형효과

- 설비보수 및 제품검사 시 화상, 감전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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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서냉로 배가스 회수 유형효과

서냉로 배가스 회수 → 연마제품 건조 유형효과 산출 내역

- 전기히터 대체로 전기료 절감

·162㎾(3㎾×6개×9Bank) × 59.13원/㎾ × 8,760hr/년 = 84백만원/년

- 히터 교체(수명 : 1년) 비용 절감
·390천원/개 × 6개 × 9Bank = 21백만원/년

합계 : 105백만원/년(1,419MWh)

(5) 향후 계획

○ 타 공정 및 해외사업장 확대 적용

○ 지속적인 설비개선 및 공정개선을 추진

○ 에너지 다소비 설비 효율 혁신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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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공해, 無재해, 無질병의 3無 사업장 실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사업장의 녹색화

15. 6시그마 경영기법 적용에 의한 산업재해율 저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6. 6시그마 기법에 의한 오수처리장 Ultra Filter 성능

개선

(삼성테크윈 1사업장)

17. 축열식 소각로 설치로 VOC 및 악취 배출량 저감

(삼성석유화학 울산사업장)

18. 방재 및 시설 관리시스템 통합관리로 효율 제고

(호텔신라 서울사업장)

19.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자체처리율 확대

(삼성서울병원)

20. Best Practice 따라하기 운동으로 환경안전관리비

절감

(삼성물산 건설부문)

21. 환경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 관리능력 제고

(삼성엔지니어링)

22.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로 무재해 현장 달성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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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시그마 경영기법 적용에 의한 산업재해율 저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 사례 설명 및 추진 배경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조선업 특성상 사람, 제품, 장비가 함께 움직이

는 가운데 제품 자체에서 작업을 수행해야함에 따라 근본적인 안전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가설물에 의한 임시조치 등의 상태로 취약할 뿐 아니라, 다

직종이 상, 하, 좌, 우에서 혼합되어 작업함으로써 상호 간섭에 따른 사고

발생 요인 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활동이 요구되는 사업장으

로 시설, 제도, 교육 기타 안전활동 등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

준이나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취약한 임시 가설물, 사람 위주의 관리가 요

구되는 작업 특성상 밀착관리가 필요한 Line은 미흡한 실정이었음. 이에

따라 공정별로 구분된 9개 지역의 Line 안전 체계를 운영하여 그중 담당

구역에 맞는 다양한 안전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사고 예방은 물론

생산활동 지원에 기여한 사례임.

(2) 주요 추진활동 및 결과

○ 안전에 6시그마 기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2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현

재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를 추진하여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함

은 물론 각종 제도와 활동을 확산시켜 나감.

가. 6시그마 경영기법 적용 안전관리

○ 100만 개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3.4개의 결함만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벽에 가까운, 즉 무재해(결점)를 달성하기 위한 6시그마 블랙벨트 과정

을 이수하고 6시그마 경영기법을 안전관리에 최초로 적용, 2건의 프로젝

트를 추진하였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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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6시그마 기법 적용 안전관리 효과

프로젝트 명 효 과

1310호 S11 Block 안전 대책

-2000년 2~7월

-자료를 집중 분석하여
명확한 개선점 파악 조치

6시그마 기법 적용 S Block에 대한 안전 문제점 발췌

→ 근원적 대책수립 시행 및 개선 → 사고 예측 사전

관리에 따른 안전 확보(작업환경 개선)
-Measure(측정 단계) → Analysis(분석 단계) →

Imporve(개선 단계) → Control(관리 단계)

-안전관리 항목 406개 발췌 및 우선순위 선정 관리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
-2000년 8~11월

-설비투자 2억 9천 1백만원/5년

-유형효과 7억 9천 8백만원/ 년
-2001년 11월 현재 치공구별

샘플 품평회 완료 후 제작 중

조립 Block 임시 가설물인 족장(작업발판) 대용치구를
개발 사용함으로써 족장 가설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킴.

-설치위주의 족장 → 작업과 안전을 위한 설치
무 족장화(족장설치 80% 치구화 개선)

-안전확보 : 작업환경 선진화 및 족장 설치, 철거

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원가절감 : 족장 물량 및 족장피스 최소화로 불

필요 공정 제거

-생산성 향상 : 작업대기 Loss 제거, 품질 향상 및
고객 만족(선주검사 수행시)

○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 추진계획

- 무 족장 치구화

·관리일원화 → 실행위주 개선

·대체 치구개선 시범적용 후 치구 확보 및 적용

·기자재별, 치구별 파레트화(운반물량 최소화)

·가설물 설치, 사용의 위험요인 근원적 제거

- 업무분장 명확화

·족장피스 도면표기 일원화(P.E. 설치분 포함)

·족장인력 정예화(공정, 작업조건 지도교육 등)

·잠재요인에 대한 사고 예측 및 관리

-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현업 실천 유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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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 개선전후의 비교

- 개선 전 2.83σ에서 개선 후 4.01σ로 향상

- 개선 전 68,100ppm에서 개선 후 13,900ppm으로 4.9배 감소

- 유형 효과로는 연간 7억 9천 8백만원에 달함.

<표 15-2> 조립 Block 무 족장 치구화 개선전후의 비교

(단위 : σ)

개선 전 개선 후

설치조건 설치상태 사고 합계 설치조건 설치상태 사고 합계

2.34 2.69 3.46 2.83 3.67 3.76 4.60 4.01

나. 각종 관리, 점검제도 수립 시행

○ 산업안전 보건법규 사항 외 중대재해 및 사고발생 위험요인이 다발되는

장비 및 치공구의 자체점검, 취급자의 사내 교육 및 자격증 제도를 제안

시행함으로써 사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자율관리 정착은 물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함.

<표 15-3> 개발 시행된 제도 내용

No. 시행된 제도 명 No. 시행된 제도 명

1

Magnet Crane 정전대비 흡착력 자체

점검 제도화
- 1, 3 Dock 총 57대

4

협력사 안전 당직제도 등 기타 제도 수립

시행 확산
- '95년~ 매주 월요일 실시

2

Remocon Crane 운전자 사내자격

지정자 제도화
- 1,3 Dock 197명 교육 및 시험실시

5

Lug 취부, 용접 실명 제도화

- '97년 가공, 조립부 실시(1, 3 Dock
실시)

3

Dock Master 사내 자격증 제도화

- '97년 3 Dock 부분실시 후 전사
확산

6

안전위반 스티커 발부 제도화 시행 전사

확산
- 3Dock 내업2부문 실시 전사확대 적용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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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 치공구 개선 제작 현업지원

○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치공구 개선은 물론 현업 필요 수량을 일괄 제작하

여 보급함으로써 위험요인 근원적 제거와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창출함.

<표 15-4> 안전 치공구 개선 현황 및 효과

No. 개발 치공구 명 No. 개발 치공구 명

1

사다리 고정용 치구 개발
-'96. 2~'97. 10(1,2,3차 보완)

-실용신안 특허 출원(제 40722호)

-산업안전공단 주관 안전치구 우수
개선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9

PIpe Jig 정반 전용 계단식 3단 사다리
개선

-2001년 추가제작 지급 예산 확보

-유형 효과(4,513만원/년)

2

Pipe Jig 정반 전용 계단식 3단

사다리 개선 10

Pipe Jig 정반 전용 Hose 걸이 개선

-'98년 300개, 2001년 260개 제작

1,3 Dock 지급 사용 중

3
Pipe Jig 정반 전용 Hose 걸이 개선
-'98년 300개, 2001년 260개 제작

1,3 Dock 지급 사용 중

11
Block End부 통행 발판 개선
-1, 3 Dock 지급 가공, 조립, 도장작업

장 사용

4
S1, S2 겸용 핸드레일 포스트 각도

조절 포스트 개선
12

접이식 1단 작업대 개선

-무게 최소화, 접이식 활용도 극대화

5
3A-Area 작업환경 개선
-유형효과 : 1억 462만원/ 년

13
조립용 2, 3단 작업대 개선

6
와이어 로프 걸이대 개선
-산업안전공단 조선업종 우수 개선

사례 선정('97년 10월)

14
족장 기자재 전용 Pallet 개선
-41.2.3 Bay, 3A Area 배치

7
위험장비 비상스위치 표지판 개선
-570개 제작 위험장비 부착 완료

15
화재, 사고발생시 비상도로 확보
-E, I, F Area 5개 신설 확보

8
돌출부 위험 표지판 개선
-40만매 년도별 제작 전사 사용

16
맨홀보호 Cover, 대차 Pit부 통행발판 등
기타 개선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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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시그마 기법에 의한 오수처리장 Ultra Filter 성능 개선

(삼성테크윈 1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테크윈 1 사업장은 Opto-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생활에

기여하는 정밀 광학기기 및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것을 업의 개념으로

하여 카메라, 렌즈, 실물화 상기 등의 광학제품과 반도체 핵심부품인 리드

프레임(SLF, ELF, μ-BGA, F-BGA, T-BGA), 칩마운트 및 와이어본드 제

조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21세기 디지털 기업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음.

- 1999년 10월 : ISO 14001 재인증(1996년 10월 최초 인증, LRQA)

- 2000년 4월 : 환경친화기업 재지정(1997년 3월 최초 지정, 환경부)

- 1999~2001년 : 낙동강 환경관리청산하 환경친화기업 협의회장사 선정

- 2001년 10월 : 경상남도와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체결

(2) 추진 배경

○ 삼성테크윈 1 사업장의 통합 오수처리 시설은 1996년 12월에 준공하여

식당 및 각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통합 집수하여 주요 처리방식인

한외 여과막(Ultra Filter) 방식을 적용한 고성능 오수처리시설로서 설계용

량은 700톤/일이며 일일 처리량은 현재 200~250톤 정도 규모임. 한외

여과막 방식은 기존 생물학적 오수처리 시설에 비해 장치 면적 소요량이

적으며 배출수의 농도는 BOD가 1~2㎎/ℓ, SS가 0~0.5㎎/ℓ임.

○ 한외 여과막 처리방식은 타 오수처리설비에 비하여 고효율 처리설비이나

당 사업장의 경우 식당에서 배출되는 高油脂(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 성

분, 하절기 강우시 유입된 부분적 우수에 의하여 급격한 오수 수질의 변동

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협잡물(토사류 등)의 유입으로 처리 핵심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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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 한외 여과막에 오염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을 초래하여 필터의 사

용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발생함.

가. 경영 성과적인 측면의 문제점

○ 타 오수처리시설에 비해 수질의 안정성, 방류수의 높은 처리효율, 장치의

소형화, 유지 관리인력의 최소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Ultra

Filter의 잦은 막힘 현상으로 인해 교체 비용이 평균 약 1.3억원이 소요되

고 있었음.

- 고가의 Ultra Filter를 유지관리(막힘 현상제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

나. 관리 프로세스적인 측면의 문제점

○ Ultra Filter의 외관을 살펴보면 길이 3m, 지름 8.9㎜의 긴 대롱모양이며

여러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필터의 면적이 96㎡를 기준으로 1개

조가 구성 되어져 있으며 총 4개조가 설치되어져 있음.

○ Ultra Filter의 막힘 현상(Fouling)을 초래하는 알려진 원인들

- 물리·화학적 인자 : 단백질, 염(Salt), pH, 지방(Lipid), 미생물 등

- 공정상의 인자 : 온도, 운전압력, Flow Rate, Feed 농도, Turbulence 등

- 위와 같은 막힘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들은 제시되어져 있으나 실제 오수

처리 공정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인자는 극히 제한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인자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자(대용특성인자)를 발굴하여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Ultra Filter의 막힘 현상(Fouling)을 제거하는 방법

- 필터 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약품(NaOCl)

등을 적정농도로 온수(35℃)와 혼합하여 약 15분 정도 주입·세척 해내는

방법(CIP)을 사용하고 있었음. 이는 제시되어진 작업표준방법에 의한 것이

나 세척효과가 비교적 낮아 막힘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부족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11

(3) 추진 내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ltra Filter의 막힘 현상에 대한 원인은 기존

문헌을 통하여 제시되어 졌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자가 적으며 세척

방법 또한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당 사업장에

맞는 조절 가능한 관리인자를 도출, 선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6시그마 경

영기법을 적용하였음.

가.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그림 16-1) 오수처리장 처리 프로세스
(유입)

집수정
→ 침사조 → 유량조정조 → 폭기조 → 초미세스크린 → 순환조 →

Ultra Filter

(방류)

① 오수의 온도와 Ultra Filter의 처리능력과의 상관관계

○ 계절별로 발생한 오수의 측정 온도자료와 처리능력에 대한 회귀식을 그려

본 결과 오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처리능력이 좋게 나타났음. 그러나 현실

적으로 오수의 온도를 높이면서까지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온도에 영향을

받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물질을 제어하면 계절변화에 따라(온

도 변화) 처리능력이 변화되지 않는 안정적 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16-2) 오수의 온도와 Ultra Filter의 처리능력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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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LSS 농도와 Ultra Filter의 처리능력과의 상관관계

○ 폭기조와 순환조의 MLSS(Mixed Liquid Suspended Solid)와 필터의 처리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MLSS가 5,000~6,000정도에서 가장

좋은 처리능력을 보였음.

(그림 16-3) MLSS 농도와 Ultra Filter의 처리능력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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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척방법에 따른 Ultra Filter내 오염물질 제거경향

㉮ 세척방법 1 (화학적 방법 : 약품에 의한 세척)

○ 약품세척의 경우 NaOCl 1.3%를 이용하여 주기는 45일, 온도는 35℃, 시

간은 15분으로 세척을 한 경우 필터 내 오염물질 세척효과가 20~30% 정

도만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약품을 이용한 세척작업시 조

건의 변화를 주어 최대의 세척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세척방법 2 (물리적 방법 : Siphon에 의한 세척)

○ 오수처리 시 필터내의 압력은 약 4㎏/㎠ 정도의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되고

이때 가압된 오수내의 오염물질이 필터 내벽에 부착되어짐. Siphon에 의

한 세척방법은 필터 내부를 음압상태로 만들어 부착된 오염물질을 물리적

인 힘에 의해 제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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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 내용

○ 오수처리장의 운전인자와 처리능력에 대한 현상분석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선정한 후,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약 4개월

간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였음.

- MLSS가 낮게 운전되어 미생물 활성화가 떨어진 것을 6,000 정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약품에 의한 세척작업(CIP)의 경우 세척수온을 50℃, 시간을

30분간, 주기를 기존에 45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Flux의 관리상

하한값을 수립하고 약품의 농도 또한 최적화 실험을 통하여 한외 여과막

의 효율을 최대로 상향시킴.

<표 16-1> Flux 개선을 위한 운전조건 변경

관리항목
개선전후 현상 및 작업 조건 측정

계측기
빈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관리

항목

폭기조 및

순환조의

운영조건

MLSS 4,000 ~ 4,500 6,000 ±200
MLSS

Portable
Gage

1회/1일

SV30 900 600 100㎖ Mass
Cylinder

CIP 작업

(NaOCl)

온도 35 ℃ 50 ℃
온도계

Flux
측정용기

Flux
기준

이하인

경우

시간 15 분 30 분

주기 45일(정기적) Flux 44L/min이상(하절기)
Flux 36L/min이상(동절기)

약품농도 약품10ℓ/청수600ℓ 약품20ℓ/청수600ℓ

Siphon
작업 작업회수 15회/5분 25회/5분 - 1회/1일

관리
기준

Flux
(ℓ/분)

하절기
30 이상

44 이상 Flux
측정용기 1회/1일

동절기 36 이상

(4) 추진 결과

가. 유형 효과

- 계절변화에 따른 온도변화가 Flux 처리능력을 좌우하였으나 필터 내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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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염물 질이 80~ 90 % 제 거되 어진 후 에는 오 수의 수 온이 낮더 라도

처리능력의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 오수처리장 핵심기능인 Ultra Filter의 처리속도(Flux)가 기존에 비하여

40~50% 증가되어짐(29~33 → 43~45 ℓ/분).

- Ultra Filter의 처리속도가 개선됨에 따라 구매비용, 연간 1억원 절감

- 하절기 폭우 등과 같은 집중호우에 따른 처리물량 증가분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유율을 확보(20% 이상)하게 됨.

- 일반적으로 Ultra Filter의 수명은 약 1.5~2년 정도로 제시되었으나 관리

방법 개선에 따라 2.5~3.0년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됨.

나. 무형 효과

- 기초적인 운전 수준을 탈피하고 과학적인 자료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운전 기술력 및 관리방법을 확보하게 됨.

- 오수처리장 운전 여유율 확보에 따른 환경사고 미연방지 개선을 통하여

약 20%의 여유율을 확보함에 따라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처리수는 하절기 조경용수로 활용하여 친환경사업장을 구현함.

- 6시그마 기법은 팀원의 생각들을 모아 주고 보이지 않는 과정을 때론

정량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팀원의 프로젝트 추진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팀원의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되어짐.

(그림 16-4) 운전 및 세척조건 변경에 따른 Flux 개선효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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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열식 소각로 설치로 VOC 및 악취 배출량 저감

(삼성석유화학 울산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석유화학 울산사업장은 현재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섬섬유 폴리

에스테르의 원료인 PTA(Purified Terephthalate Acid)를 생산하고 있음.

- PTA 산화공정에 필요한 O2는 Air Compressor에 의해 공급되며 산화 공

정후의 Vent Gas의 대부분은 공기 중에 포함된 N2임. 그러나 이 Vent

Gas 중에는 PTA공정에서 용매인 초산(Acetic Acid) 및 일부 부산물(MA,

COx 등)이 배출되어 대기중의 악취, VOC 발생의 주원인이 됨.

-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발생이 염려되는 Vent Vapor(저장 탱크, 생산공정 등

에 서 발생하 는 가스)는 Fan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축열식 소각로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 RTO)설비로 이송되어 산화 처리함.

그리고 RTO 산화설비에 공급되는 연료는 LNG에서 기존 폐수중의 메탄올

로 대체함으로써 운전비를 대폭 감소시킴.

(2) 추진 배경

○ 삼성석유화학은 산화공정, 환원공정, 저장 탱크 등에서 배출되는 모든

Vent Vapor의 VOC의 농도 및 악취를 계속 분석하고 각 대기오염방지설

비의 효율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배출가스 Scrubbing 설비용량 및 효율

증대 등으로 VOC 배출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음. 특히 울산대학교 환

경연구소와 함께 2000년 3월부터 1년간 공장내의 모든 VOC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업장 내 및 주변의 악취발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가동 조건과 일반적인 기상조건에서는 삼성석유화학내의 공기는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음. 그러나「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로 대기보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있어 화학공장의 특성상 사업장내의 악취

에 대한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RTO 설비를 2001년 말까지 설치함.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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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내용

○ 일반적으로 VOC 물질들을 산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소온도, 체류시간,

난류조건이 요구되어짐. 이때 VOC 산화로 인하여 배기가스는 높은 온도

에서 배출됨.

CXHYOZ + O2 ↔ CO2 + H2O , △H (산화열 발생)

(VOC) 750 ~ 800oC

○ RTO 설비는 첨단소재인 축열재를 이용하여 연소실에서 고온(800oC 이상)

에서 배기되는 배기가스중의 열을 축적하였다가 Cycle 교체시, 축열된 열

로 인입가스를 가열하므로 시스템의 열효율을 95% 이상 얻을 수 있는 최

고의 에너지 절감형 설비임.

(그림 17-1) RTO 설비의 공정도

RTO 설비

ATM

Fan

가 나

Burner (보조연료)

열매체 (가)(나)

Vent Stack
(< 60oC)

Feed Gas (< 30oC)

연소실 (> 800oC)

○ 열매체는 Cycle에 따라 회전을 하는데 (그림 17-1)의 (나)위치에서는 연

소실 배기가스의 800OC 열을 축적하여 배기가스를 60OC 이하로 배출시킴.

그리고 (가)위치 에서는 축적된 열을 Feed Gas를 가열하는데 사용됨. 그

리하여 RTO 자체의 보조연료 사용량을 최소화 시킴.

- VOC에 포함된 열원자체가 산화연료로 사용되므로 배기가스의 VOC 농도

에 따라서는 보조연료가 필요없이 자체적인 운전도 가능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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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O에 공급되는 배출가스 시스템

- CTA 산화공정 : 상압 Scrubbing 시스템에 1차 처리 후 RTO로 공급

- PTA 환원공정 : 스팀제거시스템에서 수분제거 후 RTO로 공급(2002년)

- 저장 탱크 등 : RTO로 직접 연결함.

(그림 17-2) RTO 공급 배출가스 현황

CTA 산화공정
배출가스

스팀 제거 시스템
(PM/CM/EM-301)

RTO 시스템

저장 탱크 시스템
(H.O., 경유, Sump 등)

상압 Scrubbing 시스템
(TT/BT/DT-603)

PTA 환원공정
배출가스

기타
배출가스

<표 17-1> RTO 설비의 기준 설계변수

항목 Max. Condition

Process Stream
Operating : 32,000 Nm3/hr

Design : 33,000 Nm3/hr

Process Stream Temperature 27 oC

VOC Loading (Nm3/hr)
Nor. 12.93

Max. 40.14

CO Loading (Nm3/hr) Nor. 49.50

Normal Retention Time Min. 1.0 Sec.

Oxidizer Operating Temperature 815 oC

Nominal Thermal Energy Efficiency 95%

VOC Destruction Efficiency 98%

Vessel Pressure Drop 360 mmAq

Static Pressure at RTO Inlet Flange -150 mmAq

○ RTO 산화설비에 공급되는 연료는 LNG에서 기존 폐수중의 메탄올로 대

체함으로써 운전비를 대폭 감소시킴.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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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RTO 공급 연료체계도

폐수처리장

(메탄올)

FC

▽
△ LC

▷◁

TC

▷◁

▷◁

STM

COND.

Methanol
Tower

CTA 공정

(초산/물)

RTO 시스템

(메탄올)

1. RTO에서 필요한 열량

= 312,732 kcal/hr

2. RTO에 투입이 필요한 메탄올량

= 312,732 kcal/hr ÷ 5093 kcal/hr

= 61 kg/hr

→그러므로 메탄올 총발생량

(180 kg/hr) 중 RTO에는

60 kg/hr 정도가 필요함.

(4) 추진 결과

○ RTO 운전을 생산부 현장 근무자들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공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대기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인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RTO 설비가동으로 DCS 운전화면에서 VOC 제거현황을 눈으로 관

찰하고 우리 스스로가 쾌적하게 변해가는 사업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

음.

○ VOC 자체가 RTO의 열원이 되기 때문에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VOC들을 발견하여 RTO로 공급함으로써 공정에서 발생되는 VOC들은 거

의 제거되고 이와 같은 개선효과 창출이 정착됨. 예를 들면 폐공정중의 메

탄올을 RTO로 공급함으로써 연료 대체효과로 연간 1억원을 절감하게 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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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재 및 시설 관리시스템 통합관리로 효율 제고

(호텔신라 서울사업장)

(1) 사례 설명

○ 방재 및 시설관리 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효율을 극대화 하며 화재사고 등으로 실추된 대외적인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감시업무를 종합상황실로 확대하여 운영함.

(2) 추진 배경

○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탐지설비 등의 노후로 신뢰성 약화 및 정전시 비상

발전기의 용량부족 문제 등으로 교체 시점에 도래하였음.

- 설비 자동제어(BAS) 설비의 노후 및 기종단종으로 운전효율이 저하되어

에너지 낭비요소와 고객불만의 원인이 되었음.

- 또한 방재 및 자동제어 기능과 단지 내 면세점등 분산관리로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따른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었음.

(3) 추진 내용

○ 방재시스템을 기존 SRE형에서 SRF형으로 한 단계 Up-grade 하였으며

주요 간선의 단독선로 구성 및 중계반 설치, 객실 등 주요부분의 아나로그

감지기 전체 교체로 오동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강화하였음(3억

5천만원 소요).

○ 가스누설 감시시스템을 아나로그형에서 디지털형으로 교체하였으며 CRT

도입 및 현장부수신기, 주요 차단밸브, 잡가스에서 오동작하지 않는 가스

감지기로 교체하여 누설경보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킴(1억 2천만원 소요).

○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을 JC85/40에서 Metasys로 Up-grade하여 사업장

내 면세점 등에 대한 자동제어 범위 확대 및 분수, 폭포, 휘트니스센타 시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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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의 원격제어 기능을 보완, 수동운전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인력 및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졌음(9억 5천만원 소요).

○ VIP 행사 및 정전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비상발전기는 기존 800㎾ 용량

에서 2,000㎾까지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증설하여 정전시 약 10초 이

내에 필요한 일반부하(약 1,800㎾) 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5억 8천만원 소요).

○ 기타 방재·가스 CRT 및 빙축열 운전, BAS 운전 모니터, 승강기, CCTV

화면을 LCD Projector 대형화면으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재 및 가스 누설, 보일러 등의 이상운전으로 인한 비상상황시 대형화면

에 즉시 해당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이중으로 보완하였음(7천만

원 소요).

(4) 추진 결과

○ 방재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상

설비, 비상방송설비의 종합적인 감시판독 및 제어 가능

- 자동제어는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설비 등 기간시설, 고객관련시설의

원격제어 및 감시판독 가능

- 기타 오·폐수, 물탱크 수위, 보일러 안전장치,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레벨

감시 및 승강기, CCTV 등의 영상제어시스템에 의한 판독 가능

○ 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도입 운영

- 비상시 집중감시 포인트

·비상상황 1순위 : 전관 화재감시 시스템 동작 시 대형화면 자동전환

·비상상황 2순위 : 가스사용시설 가스누설 감시시스템 동작 시 대형화면으

로 자동전환

·비상상황 3순위 : 옥상 물탱크 등 28개소 고수위 및 저수위 감시레벨 동

작 및 보일러 1~3호기 안전장치 이상 발생시 대형화면

자동 전환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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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화면전환 체계 및 구성도

C C T V 화 면

스크린 연회장

감시중

프로젝트 스크린

·화재감지기 동작현장 도면 전환

·가스감지기 동작현장 도면 전환

·경보발생 내용 BAS화면 전환

프로젝트 스크린

화재감지기 동작

가스감지기 동작

보일러 경보동작

비상상황

스크린

화재

가스

BAS

Switcher

Multy Port

Serial

Serial

LCD Projector

PC

PC

PC

PC

(5) 기대 효과 및 향후 운영 방안

○ 화재 및 가스누설 등에 대한 사전감지능력 개선으로 신뢰성의 확보가 가

능하고 영상시스템 도입으로 비상시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임.

○ 노후설비 교체, 자동제어 범위 확대로 에너지관리 및 본관, 별관, 면세점

통합관리로 인력, 업무추진 등 효율적 관리가 기대됨.

○ 또한 향후 승강기 및 전력제어, 오·폐수 관련설비의 CCTV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비상상황 설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비상시 즉시 상황을

판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상황실로 향상시킬 예정임.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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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자체처리율 확대

(삼성서울병원)

(1) 사례 설명

○ 삼성서울병원은 최선의 진료, 첨단의 연구,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국

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이념으로 1982년 삼성생명공익재단 설립

과 함께 건립이 검토되어 12년간의 추진기간을 거처 1994년 10월 1일 개

원하였음.

- 병원 새전통 수립사항 38항목 중 5번항 무혈수술을 선도하는 병원, 10번

항 영상진단 및 PACS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병원, 13번항 선진

경영 제도를 적용하는 병원, 17번항 처방전, 필름, 차트가 필요없는 병원,

19번항 쾌적하고 친절하며 사랑이 넘치는 병원, 23번항 환자식이 맛있는

병원, 24번항 병원 내에서 감염될 우려가 없는 병원, 25번항 환경친화적인

병원, 26번항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병원, 31번항 진료전 예약검

사를 활발히 하는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38개 새전통 수립사항 중 10개가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환경우

선 경영의식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2) 추진 배경

○ 병원 특성상 환자의 진료 및 처치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관리가 중요하

며 환자, 보호자 등 내원객과 4,000여명의 직원의 감염예방 차원에서 감염

성 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1995년 6월과 1996년 12월에 각 1

대씩 총 2대의 미국산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하여 운영 중 이었으나 국

내에 여러 종류의 멸균시설이 도입되어 있고 유사하게 국내에서 제작된

기종도 보건복지부의 허가하에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멸균기의 완전멸

균 부정 등 사회적 이슈화로 보건복지부 관할 적출물 처리규칙이 사장되

고 2000년 8월 9일부터 환경부 관할 폐기물관리법으로 흡수되어 통제되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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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개정법에 따르면 증기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엄격해지고 설치검사 및 3

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병원 입장에서는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이 관리상 용이하나 대기업의 사

회적 의무, 병원업계 선도적 위상을 감안하여 모든 종류의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을 제외) 1일 2,000㎏ 뿐만 아니라 진료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 1일 2,000㎏도 자체 멸균처리 하도록 방침을 정함.

(3) 추진 내용

○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증기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①

밀폐형으로 된 자동 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며 운전되는 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 기록되고, ②수분함수율을 50% 이하

로 유지할 수 있고, ③잔재물의 원형을 알 수 없도록 2㎝ 이하(견고한 물

질에 한함)로 분쇄할 수 있고, ④폐기물을 자동투입 및 자동계량 할 수 있

게 기존 멸균기에 부합시켜 개발 설치하여 최종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

임.

○ 기존 미국산 증기멸균기 사양에 맞춰서 자동투입시설과 계량시설, PLC

프로그램 추가에 따라 장비관리 포인트가 늘어난 점은 있으나 감염성 폐

기물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고 할 수 있음.

○ 또한 외래환자가 채혈 후 불특정지역의 일반 쓰레기통에 탈지면이 버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요통로 등 40 여곳에 식별이 용이한 감염성 폐기물

수거함을 배치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감염성 폐기물 전용운반용기 140

개를 설치하여 상당수의 1회용 상자형 전용용기(연간 7천만원)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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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증기멸균분쇄시설 단계별 공정도

공 정 명

투입 공정

초기진공 공정

멸균 공정

감압, 건조 공정

배출

및

파쇄 공정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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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결과

○ 병원업계 선도적 위치 확보

-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강화로 타 병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확대 적용, 위탁처리단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당 병원의 멸균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

음.

○ 감염성 폐기물 자체처리로 사회적 의무 준수 및 원가절감 기여

- 위탁 처리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누출위험을 차단 할 수 있으며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기준을 통해 연간 3억원의 원가절감에 기여함.

○ 외국장비의 부품국산화로 원가절감 및 효율적 관리

- 금번 국산 자동투입, 계량, 운전기록, 감시장치, 악취방지, 건조장치, 분쇄

기와 기존 미국산 증기멸균기의 부품 중 Mechanical Seal, Door Packing,

S team Safety Valve , S team Contro l Valve, Pressure Gauge,

Pressure Transmitter, Temperature Transmitter, Conveyer Geared

Motor를 국산 기종으로 대체하여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함.

(5) 향후 계획

○ 본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완, 개발하면서 얻게 된 외국의 자료(EPA,

외국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관리방법)를 본원의 관리방법과 접목시켜

더욱 더 환경친화적인 병원 구축을 위해 계속 매진하겠음.

- 병원업계 종사자 들에게도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동종업계의 환경관리

수준을 Level-up 시키는 데에도 노력하겠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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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est Practice 따라하기 운동으로 환경안전관리비 절감

(삼성물산 건설부문)

(1) 사례 설명

○ 각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환경·안전관리업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

절감 사례를 발굴·수집하여 이 중 개선효과가 크고 다른 사업장에서 활용

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Best Practice로 선정하였음.

- 어떤 일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천한 사례로서 환경·안전관리 개선

및 원가절감 등의 효율이 수반되며 타 부서에 전파, 적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효율 창출이 가능한 사례를 말함.

- Best Practice의 요건으로는, 첫째 시행 결과로서 원가, 환경·안전관리 개

선 등의 효율이 수반하여야 하며, 둘째 타 부서에 적용하여 동일 또는 유

사 효율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선정된 Best Practice는 전 현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동종

사업장 또는 동일 공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공유, 활용도를 높임과 동

시에 경영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Best Practice는 사례전파에 대한 단기적인 홍보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개선사례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으나 전산상에 공유장소를 마련,

시스템화함으로써 사안별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용현장, 적용회수, 개선 내

용 등을 Follow-up하여 지속적으로 우수사례가 개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2) 추진 배경

○ 물산 건설부문의 사업장은 건설업 특성상 전국에 산재해 있고 일개 사업

장 수명이 3~5년으로 제조업에 비해 사업장 변경이 빈번하여 기존사업장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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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수사례가 전사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의 암묵지 형태로만 존재,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死藏되었음.

- 또한 건설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동업타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요구되며 끊임없는 개선, 효율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 전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전

파,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3) 추진 내용

가. Best Practice 발굴

○ 각 사업장별로 실시 중인 한우리(소집단)활동, 제안활동, V.E. 활동 중 개

선효과가 탁월한 사례를 전산등록 하거나 본사 점검팀에서 지도점검 중

다른 사업장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함.

○ 품질경영본부에서는 발굴된 사례에 대해 성과에 의한 질 위주 평가를 통

해, 주간별로 Best Practice를 선정 발표하고 월별로 Best in Best를 선

정, 시상하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표준화 작업으로 연계시킴.

○ 지식경영시스템(KMS)과 연계한 Best Practic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

인 심사에 의한 선정 및 등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품별, 공종별, 현장

별, 본부별 검색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음.

- 타 사업장 활용이 어려운 단일 부서 내 적용되는 한정된 사례는 제외시켜

양질의 자료만을 확보토록 하였음.

나. Best Practice 활용 활성화

○ 전파된 사례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사례등록 시스템에

활용등록 기능을 추가하여 등록된 우수사례에 대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활용방법, 기간 및 개선효과(절감액) 등을 확인 가능토록 하였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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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Best Practice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

전 사

B/P

현장 발굴

-효율이 수반된 결과

-타 부서 적용 가능여부 검토

B/P 적격 심사

(매주 월요일)

Best in Best

심사(월1회)

B/P 추천
현장

활용

가치
판정

일반 B/P

등록

No

Yes

Yes

Best in Best

선정

표준화 추진

선정

Best in Best

등록

표준화

작업

현장소장

결재

<B/P 실적 조회>

-제품별, 공종별

-본부별, 현장별

-월별 Best in Best

표준화

등록

점검팀

현장 발굴

주) B/P : Best Practice

○ 등록된 Best Practice의 활용 중 미비한 점을 보완, Up-grade된 새로운

Best Practice를 등록한 사업장 중 개선효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 포

상 및 활용우수사례로 공지 홍보함으로써 활용을 적극 유도하였음.

○ 등록 유형별(환경, 안전 등)로 절감액을 분석, 매출액 대비 절감률을 측정

하여 우수사례는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정형화 시킴.

다. Best Practice 활용 등록 및 조회

○ 시스템상에서 심사완료사례(전사공지, 표준화) 중 사업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를 검색, 사업장 특성을 반영 실행 후 활용등록 입력화면에 활용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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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Up-grade 내용, 효과금액 등을 기재하여 등록함.

- 사업장 등록사례에 대한 다른 사업장 활용도를 확인가능토록 하여 양질의

사례만이 등록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4) 추진 결과

가. 효과 금액

○ Best Practice와 Best Practice 따라하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01년

1월부터 11월 사이 비용절감액이 환경분야 8억 1천여만원, 안전분야 4억

5천여만원 등 안전·환경분야 총절감액은 12억 6천만원으로 집계됨.

<표 20-1> Best Practice 따라하기 효과금액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안전 환경

건축사업본부 244,627 123,260 121,367

토목사업본부 774,634 206,914 567,720

플랜트사업본부 188,600 120,000 68,600

해외 및 본사 54,949 - 54,949

합계 1,262,810 450,174 812,636

나. Best Practice 사례

○ 울진 원전 #5,6호기 사업장에서 공사 중 발생된 폐목재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 위탁처리비 절감과 동시에 인근주

민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민원방지 등 커다란 성과를 보게 되자

이를 Best Practice로 등록하게 됨.

- 이에 폐목재가 발생하는 타 사업장에서 울진사업장의 사례를 활용, 사업장

여건에 맞도록 활용 후 결과를 등록하였으며 절감총액은 5,000여 만원에

이르렀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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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 관리능력 제고

(삼성엔지니어링)

(1) 사례 설명

○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 내 환경기술 중심회사로서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기술분야의 환경 시설 프로젝트 및 전문기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부설 환경연구소를 설립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연구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와 꾸준한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1997년 국립기

술품질원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취득하였고 축적된 기술

을 바탕으로 '관계사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삼

성지구환경연구소로부터 위탁받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술 및 노

하우를 삼성관계사 환경관련 부서에 전파 교육하여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한 사례임.

○ 1997년부터 삼성그룹 내 1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합 및 순회방문 교

육형식으로 수질항목에 관한 비교분석, 첨단분석기기 활용교육, 분석자 숙

련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교

육을 확대 실시하여 관계사의 환경분야 분석기술 능력 향상에 지대한 역

할을 수행함.

(2) 추진 배경

○ 분석기술은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필수 기술로 사업

장의 환경오염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

한 현황파악과 분석결과가 필요하며 이러한 현황 및 분석자료는 사업장의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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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파악은 물론 환경 경영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됨.

○ 사업장 마다 오염매체, 오염성분, 오염도 등 당면한 환경문제가 다르고 분

석기술, 분석장비 및 인원의 정도차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사업장이

라 할지라도 담당자의 이동이 빈번해 분석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결과의 오차 발생소지가 많음.

○ 따라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

석기술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한 숙련도를 향상시

켜야 함은 물론 분석방법의 표준화와 더불어 정도관리 및 보증체계의 확

립이 필요함.

○ 이러한 요구에 따라 삼성그룹의 환경분석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삼성

지구환경연구소의 의지에 발맞추어 삼성엔지니어링은 국가표준시험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삼성그룹 분석기술의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음.

(3) 추진 내용

○ 삼성지구환경연구소와 함께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환경분석 전문교

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삼성그룹 관계사 사업장의 환경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질, 대기분야의 분석이론 및 현장 실습 등을 교육하여 실무중

심의 분석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환경관리에 있어서 분석결과의 중요성과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지식전달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삼성그룹 사업

장의 환경중시 경영에 기여함.

(4) 추진 결과

○ 환경오염물질의 분석(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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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연도별 분석향상 프로그램 요약

연도 교육 내용 비고

'97∼'98
-삼성그룹 내 11개 사업장
-일반, 무기, 유기분석

순회교육

'98∼'99

-삼성그룹 내 17개 사업장

-첨단분석기기 활용교육

·분석결과의 QC/QA 전문가 강의(상지대 교수 초빙)
·오염시설 점검사례 전문가 강의(보건환경연구원 과장 초빙)

·IC, ICP, AAS, GC, UV/VIS, IA, pH/DO 이론강의와 실습

-숙련도 향상 교육
·삼성전자 수원 등 17개 사업장

·분석일반(분석총칙, 시료채취·보관법, 시약·기구관리) 강의

·산·알칼리 표준액 제조 및 표정 강의 및 실습
·BOD, CODMn, CODCr, N-Hexane 강의 및 실습

집합교육

'99

-삼성그룹 내 13개 사업장

-분석 숙련도 교육
·분석일반(분석총칙, 시료채취 및 보존법, 산·알카리 규정액

의 조제 및 표정, 시약전처리의 목적 및 방법 등) 강의

·BOD, CODMn, CODCr, 불소 등 강의 및 실습
-분석 관리자 교육

·공공기관 환경점검 사례 강의

·그룹환경관리 지침 강의
·분석자 분석능력 향상 관리 강의

·외부 용역기관 관리 강의

집합교육

2001

-삼성그룹 내 12개 사업장(대기분석교육)

-유속, 유량 등 측정방법 강의 및 실습
-먼지 채취와 분석 강의 및 실습

-가스 채취와 분석 강의 및 실습

집합교육

○ 현업에서 분석 위탁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시설을 최적의 상태

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친화기

업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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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교육은 측정장비의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과 일반분석 BOD,

CODM n, CODC r, N-Hexane, SS 등 현업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전과

교육 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Ion Chromatography는 사전시험 평균 39점에서 교육수료 후 평균 87점,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는 사전시험 평균 54점에서 교육수료

후 평균 93점, 그리고 UV/VIS 흡광광도계는 사전시험 평균 43점에서 교

육 수료 후 평균 92점으로 각각 교육의 효과를 나타냄.

- 표준물에 의한 실습을 진행하여 N-Hexane 추출물질 분석에 있어 표준물

제조 및 5ppm을 분석한 결과 교육생 전원이 허용오차 20% 범위 내에서

분석결과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오차율은 10% 이었음.

- 표준물에 의한 CODCr 분석에 있어 표준물 제조 및 100㎎/ℓ을 분석한 결과

교육생 전원이 허용오차 8% 범위 내에서 분석결과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오차율은 4.1%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음.

(그림 21-1) 삼성그룹 평균 환경분석 능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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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삼성그룹 분석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사업

장별로 담당자들이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좀더 진보

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리였음.

- 환경분석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 책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

식하고 사업장에서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됨.

- 분석자는 환경오염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오염정도를

근거로 오염원을 찿아 공정을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함을 서로 공유하게 됨.

- 모든 관리의 기초는 오염물질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는 생산성

향상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직결됨을 인식함.

○ 환경오염공정시험법 외에 KS, JIS, EPA, STD Method 등 외국기관의 분

석방법을 비교하고 그 자료를 통하여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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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로 무재해 현장 달성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1) 사례 설명

○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 플랜트부문, 건설부문, 디지털컨트롤 시스템 부문

등의 사업군을 영위하며 삼성의 기계사업군을 대표하는 핵심기업으로 수

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최근 기존의 주력사업인 조선, 건설부문 등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일등

화 사업구조로 재편성 하는 등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있음.

- 특히 21세기 최고의 유망사업인 디지털컨트롤시스템 사업 등의 신규사업

에 진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하이테크형 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음.

○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은 토목, 건축, 개발, 플랜트,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 확고히

각인되어 오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가꾸

고자 함은 인간 모두의 한결같은 희망이며 인간의 꿈이 일상생활로 이어

지는 건설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첨단의 맞춤형 주택, '삼성쉐르빌'은 주거문화의 신기원을 여는 상징

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삼성중공업 건설의 초일류기업, 초일류정신은 변함없이 고객의 신뢰와 신

기술개발을 통해 새천년 건설에 앞장서 나가고 있음.

(2) 추진 배경

○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목동쉐르빌 신축공사현장은 "깨끗한 현장 정리된 현

장"을 안전슬로건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

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는 곧 안전한 일터"이며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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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원칙을 모든 작업장에서 실천으로 옮김으로서 무재해, 고품질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 노동부에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이 제정된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본 운동의 도입과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동 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서 "살아 숨쉬는 작업안전기법"으로 활용하였음.

- 단계별 추진 사항을 보면 1단계는 기본수칙홍보, 결의대회 및 근로자 특

별 교육실시, 2단계는 자체 안전계몽노래 공모,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3단계는 안전문화 생활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부여로 수립하였음.

○ 노동부 주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운동 전국모범사업장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

- 노동부장관상 수상(2001년 10월 30일)

(3) 모범사례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신규채용근로자간 티타임 운영

- 목적으로는 티타임을 통한 신규근로자와 자연스런 분위기 조성, 품질 안전

의 중요성 당부, 기능인의 자부심 부여, 대화를 통한 근무불가자 판단 등

에 있음.

- 효과로는 신규근로자 인격 존중 및 안전의식 고취, 자긍심 부여를 통한 작

업 투입 등으로 품질안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안전계몽노래 자체 공모로 노래(개사곡) 제작

- 목적으로는 "안전=생활"이라는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노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데 있었음.

- 시행방법으로는 아침출근, 중식, 저녁시간에 방송하여 근로자가 귀에 익은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함.

- 효과로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에 의해 안전의식이 향상되었고 반복적 재래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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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재해가 근절되었으며 근로자의 안전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됨.

○ 아아크용접기의 "2차측 아나로그식 전압계" 설치로 불량 전격방지기 사용

근절

- 목적으로는 전기용접기에 안전장치(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있으나 정상작

동 여부의 확인이 용이한 방법이 필요하며 불량 전격방지기의 사용을 근

절시키기 위함.

- 시행 방법으로는 용접기 2차측에 아나로그식 전압계를 부착하였음.

- 효과로는 상시 무부하시 전압을 감시할 수 있었으며 불량 전격방지기 식

별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

○ 유도전자파에 대한 안전조치로 감전재해 예방

- 개선 동기로는 철골공사 중 원인불명의 전기가 유도되고 있는데 자체에서

원인 파악이 불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진단의뢰하고 원인규명 및 안

전대책 수립, 시행함으로서 감전 및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개선 목적으로는 Tower Crane 철구조물이 송신타워로부터 송신되는 방

송파로 인해 유도 전자파가 발생하여 고압의 전류가 철구조물에 생성되고

있었음. 이에 고압의 전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및 추락재해를 예

방하기 위함.

- 유도전자파 안전대책으로는 Main Hook에 절연처리(Rubber Banding), 절

연용 달기구(절연용 Belt Sling 사용), 활선작업용 절연장갑사용, 고전압

경고표지 설치 등을 적용하였음.

- 효과로는 임의로 작업시 작업자가 감전되거나 전기 접촉시 놀라 추락하게

되어 2차 재해까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

- 유도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됨.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가설전기 정밀안전진단으로 사고 예방

- 목적으로는 하절기 감전사고 예방강조기간에 즈음한 감전 위험요인의 발

굴 및 개선과 현장 가설 전기 및 전동 공기구 전반에 대한 한국산업안전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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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단에 대응하기 위함.

- 효과로는 불량 전동 공기구에 의한 사고예방, 점검 합격필증 부착으로 전

동 공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중량물 인양용구에 대한 비파괴검사로 불량 인양용구 폐기 처리

- 목적으로는 중량물 인양기구의 양중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검사가 육

안검사에 의존하여 근원적인 안전확보가 미흡하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함.

- 시행 방법으로는 철골 양중용 샤클에 대해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를 전

문업체인 한국공업엔지니어링에 외주를 주어 일부 샤클의 미세크랙을 검

출하고 폐기 조치하였음.

- 효과로는 양중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비파괴검사 결과 불량 샤클을 발견하

여 폐기 조치하였음.

○ 인화물용 리프트카 안전진단 및 안전장치 테스트

- 목적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는 승강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시행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리프트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육

안검사에 의존하여 신뢰성이 취약함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안전장치를 실험기준에 맞춰 테스트하도록 하였음.

- 효과로는 양중 장비의 안전 확보와 안전장치에 대한 비파괴 검사실시로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

(4) 기대 효과

○ 11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접목시키고 사업장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작업에 반영함으로서 재해예방에 기여함.

- 전 사업장에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한 차원 높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재래형, 반복형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

음.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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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트너쉽(Green Partnership)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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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코닝은 1973년 설립이후 브라운관용 전·후면 벌브유리를 주로 생산하

는 업체이며 용해로를 가지고 있는 장치산업으로서 특히, 환경부문에 투명

성을 재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환경시설개선과 비용절감에 주력하여 환경상의 문제발생요인이 많은 특성

에도 불구하고 3無(무공해, 무재해, 무질병)사업장을 지켜 나가고 있음.

○ 삼성코닝 수원사업장은 지역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지역주민, 초등학생, 대학생 및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회사에 초청하여

환경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삼성코닝은 소비재가 아

닌 중간 부품 소재사업이고 수원사업장의 주변에는 4면이 주택단지로 둘

러 쌓인 여건이어서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므로

지역주민에게 삼성코닝이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만드는지, 환경관리는 어

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사례임.

(2) 추진 배경

○ 삼성코닝 수원사업장은 브라운관 전·후면 유리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장으

로서 특히 주변의 영통아파트단지 및 권선지구 등 주거밀집지역 내 회사

가 인접한 관계로 지역주민에게 환경경영 우수사업장으로 지역사회에 기

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을 느낌.

- 중장기적 회사 홍보

·회사 강점을 활용한 회사 인지도 증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 인지도의 점진적 제고 효과를 노림.

- 지역 사회 공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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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초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환경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

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신뢰도 구축

- 환경경영 신뢰성 및 "좋은 이웃" 이미지 구축

·지역주민 및 오피니언 리더에게 환경친화기업 인식으로 환경경영 신뢰성

및 "좋은 이웃"으로의 이미지 구축의 기회로 활용

·특히 수원사업장은 4면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여건으로 적극적인 지역 주

민 대상 녹색경영 기업인식 주지가 필요함.

(3) 추진 내용

가. 홍보 인원

○ 1차 : 수원시 팔달구 관내초등학교 6학년 대상 (781명)

- 초청 기간 : 학기 중 (3월~7월, 9월~12월 - 총 8개월)

- 초청 인원 : 사업장별 주 1회 40여명

○ 2차 :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 기술지도교사 (42명)

○ 3차 : 전남, 광주지역 환경관리인연합회원 (42명)

나. 홍보 포인트

○ 회사홍보

- 디지털 제품의 핵심소재(LCD용 유리, 브라운관용 유리)를 생산하는 기업

-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배포 (헬로우! 삼성코닝)

○ 우수 녹색경영 활동

- 수질 보전 : 오폐수 공정 용수 재활용, 잉어 부화장 용수 운용

- 대기 보전 : 전기 집진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방지

- 환경 보전 : 잔반 안남기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공정 폐기물 재활용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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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총괄(녹색경영그룹 환경파트) : 접수 및 안내, 행사 프로그램 실행

○ 지원 부서

- 홍보 스탭 : 홍보물 제작 지원 업무

- 총무 파트 : 차량 배차 및 보험 업무

- 사우회 : 주부 봉사단 지원, 식사 제공, 식당 관련 환경보전 활동 소개

- 각 사업장 주부 봉사단 : 진행 보조로 자원봉사

○ 시간 및 코스 : 총 3시간 30분 소요

- 회사 도착 → 교육장(15분 : 일정 및 회사소개, 안전교육) → 공정투어(20

분) → 오수 처리장(20분) → 연마폐수처리장(30분) → 이벤트(30분) →

식사(45분) → 교육장(40분 : 느낌기록 및 비단잉어치어 전달) → 마무리

기념촬영(10분) → 회사 출발

라. 이벤트 프로그램

○ 환경 퀴즈 : 현장체험 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문제

- 상품은 오수처리장에서 자체 부화한 1년생 치어를 분양함.

○ 잔반줄이기: 식사후 잔반 안남기기 동참 어린이 전원에게 아이스크림 지급

(4) 추진 결과

○ 어린 환경지킴이들이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본질을 새삼 느껴서 귀가할

때는 엄마, 아빠 온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 보고 싶은 회사라고 말함.

- 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함.

- "비싼 돈들인 환경설비보다 살아 있는 환경경영"이라고 평가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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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한 사회환경교육 기여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1) 사례 설명

○ 삼성에버랜드는「人間·時間·空間」 三間精神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친절서

비스로 고객만족과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이념으로 1976년 자연농원으로

개장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7대 테마파크로 발전함.

- 이러한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환경안전경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임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이 큰 역할을 담당했음.

○ 1991년 환경보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업계 최초

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ISO 14001 인증 획득, 조선일보 맑은물부문 환경

대상 및 환경부 및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제1회 환경경영대상 수상 등 많

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1996년부터 5년 연속 고객만족 경영대상

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친절서비스와 환경안전 친화기업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

○ 특히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도덕성과 사

회적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1992년 국내기업 최초로 환경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식처 환경의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천연기념

물 및 희귀동물에 대한 생태계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2) 추진 배경

○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문제는 지구촌 모두의

관심사이며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발효 등에 따라 이제 기업활동에서

환경경영은 필수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임.

- 따라서 삼성에버랜드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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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기에 확립시키기 위해 환경아카데미를 개설, 연간 5만명 이상의 견학

단을 유치하여 현장감있는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움과 놀이

문화가 어우러진 Edutainment(Education+Entertainment) 장 실현을 위해

환경의 바로미터인 반딧불이를 인공번식시켜 자연생태계 방사 및 전시활

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진일보하고자 하였음.

(3) 추진 내용

가. 환경아카데미 운영

○ 환경아카데미에서는 계층별 교육 매뉴얼에 따라 공정별 현장 교육 및 인

터넷 홈페이지 개설, 가정, 학교 등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활동 및 다

양한 체험학습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환경교육을 추진함.

<표 24-1> 환경아카데미 견학 및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주요 교육내용

-오폐수처리시설(8,500톤/일)

-소각시설(480㎏/hr)

-음식물 사료화시설(2.5톤/10hr)
-잉어연못(10평, 비단잉어서식)

-환경전시관(120평)

-환경교육실(100석)
-환경관련 시청각 교재

-오폐수 정화과정 견학 및 물의 중요성 및

오염실태 현장교육
-쓰레기에 의한 토양환경 오염실태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 교육

-지구오염 사례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

-환경교육 출강(용인시 관내 자매결연학교)

-초·중등학생 및 공무원 환경교실 운영

○ 사이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터넷 주소 : http://www.everland.com/nature.html

○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견학단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Needs를 만족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다양한 환경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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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현황

프 로 그 램 주요 교육내용

물속 생태계 체험

프로그램

-수질등급별(1,2,3,4급수) 서식 물고기 전시를

통한 자연생태계 이해

-물속 용존산소 측정 등

슬러지 자원화 체험

프로그램

-오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지렁이

를 이용 자원화(분변토 생산) 과정 체험

-지렁이 관찰 및 생태 이해

방류수 재이용 체험

프로그램

-오폐수 최종방류수를 자외선(UV) 및 오존산화

장치를 이용, 고순수 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견학단이 직접 가동함.

-2006년 이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

나라의 실상 및 물 절약정신 현장 체험

재생비누 제작 체험

프로그램

-에버랜드 식당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이용

재생비누 생산과정 시현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중요성 교육

기타 환경체험 프로그램

-미생물 관찰 실험

-물의 산성도 실험

-하천 생태 관찰

-흙탕물 여과실험

-동물 생태 탐구

나. 생태계 보전활동 전개

○ 야생동물 치료 및 자연방사

-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 및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보호활동

·「산양 3쌍, 재두루미 4쌍」월악산 및 철원평야 지역에 방사

- 야생동물 치료「산양, 재두루미, 독수리, 고라니 등 35마리」

- 야생동물 탐사 및 월동기 먹이공급「1994년이래 매년 실시」

○ 반딧불이(천연기념물 322호) 인공번식 성공으로 생태계 보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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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반딧불이 인공번식 활동 내역

추진 일정 세 부 내 용

1997. 5 -인공사육장 설치

1997. 6

-「반딧불이 되살리기」운동 심포지엄 개최

·반딧불이의 생태학적 현황 및 보전 과제

·반딧불이에 대한 국민의식과 보호 방향

1997 .6
-반딧불이 먹이용 다슬기 채집 및 사육 실시
-반딧불이 700마리 채집(경안천 상류, 천안 광덕산)

1997. 7 -반딧불이 애벌레 12,000마리 부하

1997. 8 -반딧불이 유충 방류(경안천, 가실천 3개소 5,000마리)

1998. 3 -반딧불이 애벌레 10,000마리 생존

1998. 7 -반딧불이 성충 2,000마리 인공 번식

1998. 7 -애버랜드 주변 하천(가실천, 경안천) 1,000마리 방사

`98. 7∼`99. 5 -인공사육 100,000마리 확대

`99. 7∼2001. 7
-매년「반딧불이 축제 및 자연 방사 : 20,000마리」

-외부 분양 및 사육 지도

(4) 추진 결과

가. 환경아카데미 견학인원 증가로 판촉활동 지원

○ 1992년 개설 당시에는 단순한 오폐수처리공정 견학 위주로 교육이 진행됨

에 따라 실질적인 환경교육에 한계가 있었으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마케팅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이미지 향상과 매출이익에 기여하

고 있음.

나. 파크 내 반딧불이 축제 실시

○ 매년 7월 “반딧불이 축제”를 실시하여 약 3만명의 고객들이 관람함으로써

고객 유치효과와 더불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친화기업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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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환경아카데미 연도별 견학 인원

(단위 : 명)

연도 `92∼`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월
합계

인원 51,634 45,853 50,044 56,582 58,650 57,293 320,056

(그림 24-1) 환경아카데미 견학 인원 구성비

23.6%

15.6%
6.8%

54.0%
23.6%

15.6%
6.8%

54.0%

대학/일반(6.8%)

유아/초등 (54%)
중학교 (23.6%)

고등학교(15.6%)

(5) 향후 계획

○ 각계 전문가 위촉을 통한 에버랜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환경교육,

생태계보호, 오염물질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며 학교, 사

회와 연계될 수 있는 사이버 환경교육 공간을 조성, 발전시켜 온라인을 통

한 멀티미디어 환경보전 컨텐츠를 제공함.

- 또한 환경, 안전, 시설, 위생이 복합된 아카데미를 만들어 초일류 테마파

크의 위상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위락공간을 창출해 나갈 것임.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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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녹색경영 선언문

<부록> 삼성 녹색경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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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생명 외경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 활

동을 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 이

에 환경, 안전, 보건을 기업 경영의 주 요소로 인식하고, 국내외 모든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녹색 기업이 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삼성 녹색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사적으로 녹색경영

(Green Management)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1. 국내외 법규와 국제 협약을 준수함은 물론 더욱 엄격한 회사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2. 모든 생산 활동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

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종업원의 건강과 복리 후생을 증진하며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꿈의

사업장을 만든다. 그리고, 종업원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4.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평가, 개선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한다.

5. 협력 회사와 함께 녹색 경영 방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원한다.

6.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지구 환경 보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9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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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녹색화
공정의
녹색화

사업장의
녹색화

지역사회의
녹색화

경영의
녹색화

제품 전생애책임주의
실현

원류관리를 통한
사전예방

무공해, 무재해, 무질병의

3無 사업장

지역사회와의
그린파트너쉽

녹색경영체제
구축

경영성과의

지속적 개선



3. 녹색경영 세부 실천과제

● 첫째, 경영의 녹색화는 녹색경영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임(Continual Improvement).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녹색경영보고서의 발간

● 둘째, 제품의 녹색화는 고객의 녹색니즈에 부응하고 제품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회수, 처리하는 것임(Product Stewardship).

–전과정평가(LCA)의 실시

–제품폐기물의 자체 회수 및 처리

● 셋째, 공정의 녹색화는 원류관리를 통해 제반문제의 발생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임(Pollution Prevention).

–폐수 무방류시스템의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감축

● 넷째, 사업장의 녹색화는 작업환경 개선 및 오염물질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 사

고를 근절하는 것임(Preventing EH&S Incidents).

–인간중심의 작업환경 조성

–무공해, 무재해, 무질병의 3無 사업장 구현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녹색화는 협력회사 및 지역주민과 동반자관계를 유지

하면서 지역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임(Green Partnership).

–지역생태계의 복원사업 추진

–협력회사의 환경·안전관리 지원

<부록> 삼성 녹색경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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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 에너지 경영 선언문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는

● 경영관리 부문

- 에너지 원단위 및 이산화탄소(CO2) 원단위 선진수준 달성, 에너지 절약 캠페

인의 지속적 전개

● 공정 부문

- 설비투자 확대,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으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설비별「에너지 명찰제」 실시

● 제품 부문

-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 공급,에너지 소비효율 상위등급 취득,에너지마크 취득

● 연구개발 부문

- 에너지관련 연구기능의 Synergy 효과 증대,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연구와 투자

● 물류·광고부문

-「삼성 수송·물류 종합정보센터」 운영 검토, 광고간판용 조명시스템의 고효

율 기기교체

● 사회공헌 부문

- 협력회사의 에너지진단 및 절감기술 지원, ESCO 사업확대를 통한 절감문화

확산, 교통량 줄이기운동 전개

녹색경영 우수사례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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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녹색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활동의 원동력이며 인류문

명에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과 활용의

지혜를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를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삼성

내 모든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삼성은 21세기를 향한 자원생산성 증대 운동으로 SEE

21(Samsung Energy Efficiency 21)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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