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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삼성은 1992년 6월에 환경방침을 대내외에 발표하였고 1996년 5월에는 녹색

경영을 선언하였으며 1997년 6월에는 에너지경영 선언문을 공표하였습니다. 벌써

녹색경영을 대내외에 선언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녹색경영은 삼성

각 사에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관한 영역을 경영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영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삼성은 제품, 공정, 사업장, 지역사회 등 기업경영의 모든 영역

에서 환경친화성을 제고해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이미 1997년부터 매년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우

수사례집(Ⅶ)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녹색경영이 환경부

하 저감, 無災害 달성, 종업원의 건강 증진,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시하여 왔습니

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활

동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통해 기업 명성을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의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녹색경영에서 제시한 無공해, 無재해, 無질병의 3無

사업장의 구현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한 실천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 주고 있습

니다. 이번에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관한 삼성의 우수사례가 공개됨으로써 국

내 각 기업들에게 자극과 교훈으로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삼

성 녹색경영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2003년 12월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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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우수사례 >

부문 사례명 사업장명

경영

-반도체 건강증진지수를 통한 정량적 건강 관리

시행

-글로벌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

교육 강화

-체험적 참여교육의 장, 안전체험관 운영

삼성전자 DS 총괄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제품

-녹색구매 추진으로 환경친화제품 개발 기반 구축

-세계 최초 환경친화 HDD 개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버섯 재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공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공정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Catch CO2 1030」
프로젝트 추진

-성형기 Air 공급 방법 개선으로 Purge Air 10%
절감

-생산공정 냉각수 재활용으로 원수 및 에너지
절감

삼성전자 DS 총괄

삼성광주전자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사업장

-6시그마를 적용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6시그마를 이용한 공사안전관리로 재해율

제로화 실현

-고농도 유기폐수 자원화로 처리비용 및 환경

부하 저감

-작지만 우수한 통합 방재센터 구축 운영

-초고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표준화 정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삼성정밀화학

울산사업장

삼성코닝정밀유리
구미사업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타워팰리스 3차현장

지역
사회

-산·학·관 및 민간단체 공동으로 원천천 생태

복원화 추진

-고객, 사원들과 함께 하는 HSE 관리

-폐수처리수 방류수를 활용한 연못 및 Nature

Park 조성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법 적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삼성아토피나

서산사업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산신항개발현장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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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건강증진지수를 통한 정량적 건강 관리 시행

(삼성전자 DS 총괄)

○ 삼성전자 DS 총괄은 단편적인 건강상태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한 후 반도체 건강 증진 지수(Semiconductor Health Promotion Index,

SHPI)로 계량화하여 목표화된 건강예방 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함.

○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삼성전

자 검진자의 각종 검진자료(78,417명), 각종 설문조사(7,919명) 결과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대 지수를 선정하여 개인의 건강상태를 지수

화하였으며, 자체 선진보건정보시스템을 반영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

시 평가하여,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한 도움말도 같이 제공함.

비만지수 비만체질량 지수(BMI)
직무

스트레스 지수
Karasek Job Stress기준

음주지수
알콜기준 지수(Audit)

-세계보건기구 지수

뇌심혈관

지수

뇌심혈관위험도 평가기준

-산업안전공단, 1999년

생활습관

지수

7가지 건강습관 기준

-Breshow Index
(1980년) 변형기준

치과지수
구강검진 및 문진결과

기준

생활

스트레스
지수

생활스트레스 지수 기준

Eigen Values 1 이상
3 요인 기준

건강지수
일반건강검진 21개 항목

기준

○ 통합 지수형식은 국내외에 선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연령별, 성별, 근무형

태별 등 입체적 평가가 가능하며, 취약형태에 대한 집중적 개선을 통한 근

로자 건강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비만 SHPI가 낮은 경우 → SFC(Semicon. Fitness Club)으로 연계

→ 음주 자제, 영양 처방과 연계(각종 정보제공 등)

→ 차년도 검진결과 분석 → SHPI 再 평가 → 지속 개선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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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 교육 강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 삼성전기는 해외 생산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65%를 초과하고

있는 실태임. 따라서 현지 법인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작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국가로의 이전에 따라

환경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

○ 해외법인의 현채인 등의 환경안전교육은 파견되어 있는 환경안전관리자에

게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에 의해서 교육이 진

행되어 환경안전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으나,

글로벌 사이버 교육 시스템 및 교재 개발로 인하여 관리감독자, 작업자 및

주재원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확산될 수 있었음.

○ 국·영문과 국·중문의 환경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1차적으

로 환경안전부서에 의해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방법 및 주요 사항

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어 지속적으로 Top-down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중국어판 사이버 환경안전 리더십 과정은 중국 실정에 맞도록 현지에 설

치되어 있는 환경안전시설물의 현황 및 공정에 따라 내용을 상세히 구성

하였음.

○ 현지법인의 환경안전교육 실시 횟수 및 내용이 충실해지고, 환경안전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 사이버 교육 수강 실태

·중국 동관 77명 수강(95% 합격), 천진 268명 수강(90% 합격)

- 환경안전교육 교재의 배포

·중국 법인(150부), 태국 법인, 필리핀 법인 등(150부)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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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적 참여교육의 장, 안전체험관 운영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2003년 6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적 참여

교육의 장, 안전체험관을 조선업계 최초로 개관했음.

- 안전체험관은 안전에 대한 기존 주입식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

는 체험식 교육으로 진행됨.

- 조선업계 최초로 건립된 안전체험관은 전체사고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및 협착 사고를 집중예방코자 부지 총 650여평에 공사기간 약 6개월

만에 준공하게 되었음.

○ 개관과 동시에 본격 교육에 들어간 안전체험 교육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입문교육과 기존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안전요원 체험실

습 및 생산부서 간부, 외국인 연수생, 협력사 전사원 체험교육, 직반장)으

로 나뉘어 직종별, 직급별 전문교육으로 특화하여 진행됨.

○ 주요 체험코스는 기계운반체험, 전기안전체험, 화재예방체험, 블록안전체

험, 족장이동체험 등 총 5개의 안전체험 코스와 2개의 장비자격코스(고소

작업차, 지게차)로 구성된 안전체험관은 전시실을 포함한 150여평의 이론

교육장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해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실습

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론을 제외한 체험교육만 약 4시간이 소요됨.

○ 그동안 선주사와 정기적인 HSE(보건·안전·환경) Alliance Meeting을 통해

실질적인 HSE 개선을 추구해 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안전체험관 건

립을 통해 보다 더 섬세하고 독자적인 재해유형연구와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 안전체험 강화로 HSE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 나가고 있음.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2003년도 재해율은 0.57로 동종사 H사 0.99, D

사 1.43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우위를 확보함.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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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구매 추진으로 환경친화제품 개발 기반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 제품의 개발,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

하고 환경친화적인 원료 및 부품 등의 구매를 추진하는 삼성전자의 녹색

구매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목적으로 수행

-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응하여 환경 위

험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억제

- 친환경성 원료 및 부품, 반제품 등의 구매를 통한 환경친화제품 개발로 새

로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고객에게 환경친화제품을 제공하

여 삼성전자의 이미지 제고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 기본 추진방향은 크게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경영 측면과 부품/원자재의 환

경친화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평가를 통하여 공

급업체의 환경경영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환경친화제품 개발을 위한 체제

를 구축하여 완제품의 환경친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품/원자재의

환경친화성 측면으로는 원자재 인체유해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절약 측면과 에너지절약 측면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삼성전자의 녹색구매는 이미 2001년에 기본지침을 발표후 시범 적용을 추

진하였으며, 2003년 국내 全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행, 오는 2004년부터는

해외 협력업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임.

- 2005년부터는「삼성 에코파트너」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를 중

단할 예정임.

○ 또한, 웹기반의 녹색구매 사이트(http://glonets.samsung.co.kr)를 개설하

여 운영함으로써 당사의 녹색구매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

사는 인터넷을 통해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녹색구매 관련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운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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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최초 환경친화 HDD 개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부터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판매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제품 관련 환경

규제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친화제품이 점차적으

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삼성전자 스토리지사업부가 세계 최초로 Pb-Free를 적용한 환경친화

HDD(Hard Disk Driver)는 정보화 사회의 욕구와 인류건강 유지를 만족

하기 위한 제품으로 큰 의미가 있음.

○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자료의 저장소로 활용되는 HDD는 저가대용량의 기

능을 가진 메카니즘 제품으로, 회로기판과 기구 조합에서의 신뢰성이 반드

시 요구됨.

- 특히 회로기판의 Pb-Free 납땜 신뢰성은 이것을 대표함.

- SMD Pb-Free 기술은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삼성전자는 금번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 양산체제를 단기간에 적용하여 환

경친화 HDD 기술 개발을 선점하고 동종업계 우위에 이르렀음.

○ 환경친화 HDD는 HDA(기구)와 PCBA(회로)로 나누며 총 203여종 부품에

대하여 납(Pb)이 함유되지 않도록, 기구물의 표막 코팅개선과 Bearing의

구리스 납(Pb) 불순물까지 대체물질을 발굴, 적용하였으며 회로기판의 납

땜용제로는 SnAgCu로 대체하였고, SMD 부품의 전극부분인 Sn계에서 발

생되는 Whisker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Ni-하지도금처리와 SnBi 적용

그리고, Immersion-Ag 도금으로 대응하였음.

- 또한 고온납땜의 SMD 양산체제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검증을 통하여

Pb-Free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드디어 2003년 8월 일본 Canon에서 제작

된 환경친화 디지털 복합기에 장착되어 환경친화 HDD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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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버섯 재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공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에버랜드에서 발생하

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

염성 버섯균주를 이용한 음식물 자원화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게 됨.

○ 이 기술의 개발로 고부가가치의 식용버섯, 유기질 비료의 원료, 기능성 바

이오 사료를 만들어 냄으로써 완전자원화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 환경 쟁

점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대안으로서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에버랜드 파크 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300톤이며 처

리비로 1억 8천만원(200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퇴

비화, 사료화 시설 운영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부각

- 2002년 7월 대지면적 1,962평, 연면적 518평(2층) 규모로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준공하여 기술자문업체와 업무제휴

를 통해 1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종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게 됨.

○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은 국내 식품연구소 검사를 통

해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

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체급식용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버섯재배 廢배지는 농림부 퇴비화 공정규격과 환경부 부속토 기준에

적합하여 유기질 비료원료, 기능성 사료로 상품화할 계획임.

○ 이 음식물자원화 기술개발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처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국가경제손실을 줄이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

제 경쟁력을 갖는 고수익성 환경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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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Catch CO2 1030」 추진

(삼성전자 DS 총괄)

○ 「Catch CO2 1030」은 삼성전자 DS 총괄의 지구온난화방지 프로젝트 슬

로건으로 지구온난화물질 배출량을 2010년까지 2001년도 대비 30% 감축

하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음.

- 삼성전자 DS총괄은 2002년에 시작한 「Catch CO2 1030」 활동을 2003

년부터 더욱 활성화하여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 대비, 세계반도체

협회(WSC)의 PFC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 등 21세기 최대의 환경이슈인

지구온난화방지 활동을 선행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무역규제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CO2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

보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물질 배출량 공개, 세부 감축목표 수립, 인센

티브 제도 시행, Catch CO2 캠페인 등 전 임직원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임직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함.

○ 1999년 4월 WSC PFC 자발적 감축 합의

12월 "PFC처리기술 및 대체가스 적용기술 개발" 국책과제 추진

2002년 5월 에너지 자발적협약 체결('01년 기준 '06년까지 8% 감축)

7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팀 구성(30명)

8월 PFC처리기술 및 대체가스 적용기술 개발 국책과제 완료

10월 감축목표 및 슬로건 제정 「Catch CO2 1030」

12월 Catch CO2 1030 유공자 시상 및 우수기술 발표회 개최

2003년 2월 Catch CO2 지킴이 제도 시행

6월 레지스트리 시범사업 참여

7월 F2(Non-PFC) Gas Chamber Cleaning 기술개발 추진

8월 에너지부문 3개년 개선사업 시행 방안 수립

12월 Catch CO2 1030 우수사례 발표회

○ 온난화물질 절감활동으로 2003년 총 164억원(136,890 TC)의 비용 절감

- PFC, 에너지 부문 감축활동이 전사로 확산되는 효과 발생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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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형기 Air 공급 방법 개선으로 Purge Air 10% 절감

(삼성광주전자)

○ 삼성광주전자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유가 및 이로 인한 원료가, 에너지를

포함한 원부자재 비용 상승으로 제품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여건 악화 시 각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체

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여 사업장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자 꾸준한 노력

을 하고 있음.

○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중 낭비요인을 개선, 제거하고자 사업장 Air 사용량

을 조사한 결과 냉장고동 비중이 75% 차지하고 그중 성형기 6대가 Air

사용량의 67%를 차지하여 성형기 Air 공급방법을 개선한 사례임.

○ 추진 내용

현재 개선 목표

성형기
공 압 및
Purge용

공

압

용

•42 ℃ ,  6.8 Kg/㎠

•42 ℃

6.8 Kg/㎠

Air 공급

성형기
공 압 및
Purge용

공

압

용

•42 ℃ ,  6.8 Kg/㎠

•42 ℃

6.8 Kg/㎠

Air 공급

성 형 기

냉 각 기
공 압 용

P u r g e 용

: 자 동 압 력 조 절 기

*  4 2  ℃ ,  6 . 8  K g / ㎠

:  밸 브

• 1 5  ℃

5 . 0  K g / ㎠

공

압

용

A i r  공 급

성 형 기

냉 각 기
공 압 용

P u r g e 용

: 자 동 압 력 조 절 기

*  4 2  ℃ ,  6 . 8  K g / ㎠

:  밸 브

• 1 5  ℃

5 . 0  K g / ㎠

공

압

용

A i r  공 급

-높은 온도 Air, 단일 Line 공급 -공급 Line 분리, 저온 Air 공급

○ 기대 효과

- 유형효과 금액 : 5.4억원

- 생산능력 향상 : 성형기 Cycle Time 단축(7.9% 감소)

- 품질불량 감소 : 내상, 판넬의 냉각, 울리, 불리 불량 등 감소(28% 감소)

- 설비(450HP) 未 가동 : 공급 Air 감소(21.5% 감소)

·全 공장 Air 공급의 13.7% 감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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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공정 냉각수 재활용으로 원수 및 에너지 절감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공업용수 사용량이 2000년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

대비 20∼45%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2003년 5월 공장 증설후 공업용

수 사용량은 급증하여 공업용수 처리시설 절대부족으로 처리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계약량 초과로 할증

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공업용수 사용단가 인상(188원→298원, 58%)

으로 공업용수 사용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 그러나 ABS 압출공정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고온(42℃) 냉각수가 인근하

천으로 버려지고 있어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할 경우 공업용수 절감은 물

론 냉각수 폐열까지 이용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되어 냉각수

수질분석을 통해 공정수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근하천으로 배출

되는 ABS 압출공정 냉각수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음.

- 1차로 공업용수(원수) 배관에 고형물 제거용 자동여과장치를 설치하였고

2차로 냉각수 회수 집수조 및 공급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3차로 냉

각수 이물질 제거용 자동여과장치와 Flow-Meter를 설치하였음.

○ 본 사례를 통해 "하루 3,240톤의 냉각수를 회수, 재활용하여 인근 하천으

로 버려지는 냉각수 배출을 제로화 하였으며, 냉각수 폐열을 이용하여 생

산공정에 공급하는 순수의 온도를 상승시켜 스팀을 절감"한 효과를 달성

함.

- 또한 공업용수 처리시설 증설과 사용계약량 갱신문제가 해결되었음.

- 원수 및 에너지 절감, 하수도세 절감, 스팀 절감 등으로 연간 약 7억원의

재무효과를 거두었음.

- 향후 순수 전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순수의 온도를 추가로 8℃ 상승시켜

년간 약 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냉각수 회수 재활용 사례에 의해서는 제품 생산 및 품질에 영향이 없

다는 것을 확인함.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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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시그마를 적용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입법화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공정에서의 직업병 집단 발생 사전 예방은 물론 생산성 향상

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핵심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6시그마 기법을 적용

한 인간공학(근골격계질환예방) 개선활동을 추진함.

○ 각 GBM(6개 사업부)별 1개 Sample Line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스탭, 관

리감독자, 설비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개선 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6시그마 전문가 및 노동부로부터 검증

을 받음.

○ 중량물 취급방법 개선, 컨베이어 높이 변경 및 유연성 확보, 입식용 의자

개발, 작업자 행동반경 축소, 높이조절대차 적용, 공구개선 및 휴게시간 탄

력적 운영 등의 개선 활동을 통하여 사원들의 불만요소를 제거하고 피로

도 감소의 효과를 얻어, 개선전 작업자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가 각

GBM별 63~79%로 나타났으나 개선 후 8~30%로 감소하였음.

○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의 근원적인 대안인자를 찾아 개선하는 과정

에서 공정통합을 통한 작업 감소, 체인을 사용하지 않은 저소음 Conveyer

도입, Conveyer의 경사각도 조절 및 유연성 확보, 물류동선 단축 등을 통

하여 Tact Time은 최고 4.5초로 감소하였고 Cycle Time은 19.4초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얻어 생산성 향상에서 각 GBM별 최저 0.47억원에서 최

고 14.3억원까지의 재무효과를 얻음.

○ 현재 GBM단위 Sample 적용결과를 사업부간 공유를 통하여 전 라인에 확

대 적용하였고, 동종공정은 해외법인으로까지 적용할 계획으로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확보해 가고 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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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시그마를 이용한 공사안전관리로 재해율 제로화 실현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 개요

- 제조공장은 대부분 소규모 단위 공사로 제조업 위주의 안전관리 적용

- 위험 및 업의 특성(축로 Demolish, Rebuild)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냉간보수 시 마다 평균 4건의 재해 발생

- 특히 2002년 5월 21일 삼성코닝 구미사업장 KO8 용해로 보수공사 중 용

해로 Crown 붕괴로 공사업체 인부 25명 추락 사고 발생

·주기: 5~6년, 공사비: 277억원, 기간: 55일간, 인원: 23,000명(418명/일)

○ 경과(활동기간: 2003년 3월 ~ 2003년 5월)

- 6시그마 기법을 적용 『효율과 Timing 중심의 예방안전활동』,『先 안전

확인 後 작업시행』제조현장 공사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

○ 공사 개시후 안전 확인

○ 서류상 작업허가 관리

○ 공사현장 일반 안전관리

○ 전기 위주의 안전장치관리

○ 설계.가설재 일반안전관리

○ 작업전 안전확인 프로세스 구축

○ 단위작업별 위험분석관리

○ 위험작업 상시점검 체계 구축

○ 가설 기자재, 장비의 검정품관리

○ 설계·가설재 전문가 감리

【AS IS】 【TO BE】

○ 효과

구분 활동전 활동후

경미재해 3건/회 0건

산업재해 1건/회 0건

☞ 위험요인 프로세스별 분석, 설계, 시공, 시운전,

정상운전 전과정 공사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30년 축로 냉간보수 최초 무재해 달성

☞ 제조현장 공사안전관리 표준 정립

○ 향후 계획

- 해외사업장의 축로 냉간보수 및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PDP, BLU)

- 소규모 단위 공사에 확대 적용(합리화 공사, 정전작업 등)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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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농도 유기폐수 자원화로 처리비용 및 환경부하 저감

(삼성정밀화학 울산사업장)

○ 산업폐수 중 정밀화학 공장에서는 특성상 다양한 폐수가 발생되어, 복합

적인 기술과 다단계 처리공정이 필요함. 또한, 고농도 유기폐수의 처리에

는 많은 투자와 비용이 요구됨.

- 따라서,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해「폐수의 자원화」를 추진하였음.

○ 자원화가 가능한 폐수로는 함유된 유기성분을 미생물이 활용하여 쉽게 脫

窒시킬 수 있어야 하며, 유기원 함량에 의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운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다 높아야 함.

- 삼성정밀화학의 폐수 중 메셀로스, 말로네이트 폐수는 자원으로써 가치가

높은 고농도 유기폐수로써 하·폐수처리의 탈질 탄소원으로 대체가 가능함.

○ 국내 하수처리 실태

- 현재 200여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1일 2,000만톤의 하수를 처리함.

- 50%의 하수처리장은 貧負荷 또는 富營養化로 별도의 탄소원이 요구되며

주로 사용되는 탄소원은 메탄올 및 초산을 사용함.

- 국내 하수처리장 207개소 중 86개소는 외부탄소원이 필요하며 메탄올 기

준 12만톤/년이 요구됨(342억원/년 추정).

○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분해가 용이한 고농도 유기성 폐수를 고도

처리에 필요한 외부탄소원으로 활용함으로써, ① 하수처리장은 메탄올 사

용이 필요없어 구입 비용 및 자원을 절약하였고, ② 공급처는 폐수처리비

용의 절감 및 환경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었으며, ③ 폐수를 자원화시킴으

로써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확충 필요가 없어져 투자비용을 절감시켰음.

- 향후 사업장의 유기폐수 자원화를 확대 추진시켜서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 및 환경부하 저감을 통하여 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

고 폐수의 자원화 기술과 경험을 유사업종의 폐수 자원화로 확대 적용하

여 지역, 국가적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기술을 보급할 예정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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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지만 우수한 통합 방재센터 구축 운영

(삼성코닝정밀유리 구미사업장)

○ 1995년 설립되어 LCD기판용 유리를 제조, 판매하는 삼성코닝정밀유리 구

미사업장의 무재해를 위한 필수 예방안전시스템으로써 자동화재탐지설비

는 물론 가스, 동시 통보 등 기능과 장소의 통합으로 방재요원의 업무효율

화 및 신속대응 태세를 갖추고자 통합 방재센터를 구축하게 됨.

○ 통합 방재시스템 구성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기타
시스템

제어/기타
시스템

통합방재시스템통합방재시스템통합방재시스템통합방재시스템

▣ 화 상 감 시 시 스 템

-50" DLP 및 CCTV 시스템

·4분활, 순차영상으로 70개

카메라 D/P 가능

-DVR 시스템(녹화기능)

·16개 CCTV 동시 저장가능

▣ 상 황 대 처 시 스 템

-휴대폰 단문 메세지(SMS)

·화재발생 상황 문자 전송

-동시경보, 비상방송 시스템

·비상상황 발생 동시발령

(동시 16名 동시경보 실시)

▣ 제 어 / 기 타 시 스 템

-기상관측 및 소화펌프 제어

·풍량/속, 온/습도 계측 가능

·소방펌프 동작여부 등 확인

-無정전 전원(UPS) 설비

·시스템 안정성확보(5㎾ 2기)

▣ 모 니 터 링 시 스 템

-화재 및 Gas 감시 시스템

·화재발생 및 감지기 동작時

해당 Area 자동 알림 기능

-환경감시 시스템('04년 설치)

·pH 센세, TMS 추가 설치

○ 방재센터 구축 전후의 각 부분별 비교

구분 구축 전 구축 후 비고

화재, 가스누설 감시 기능 △ ○ 전문인력, Gas 설비 복수 감시

환경 감시 기능 △ ○ pH 센서, TMS 설치

기상관측 기능 Ⅹ ○ 풍수해 사전 대비

동시경보 및 장소통합 기능 Ⅹ ○ 장소 및 시스템의 통합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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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초고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표준화 정립

(삼성물산 건설부문 타워팰리스 3차현장)

○ 최근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신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타워팰리스 3차 현장이 있고, 그 높이는

263m에 이르고 있음.

○ 당 현장의 안전관리 목표는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全工期 無災害를 달성하여 초고층 건물 안전관

리의 표준화를 정립함에 있음.

○ 초고층 건설현장에서는 타 건설현장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그 어느 곳

보다 높으므로 각 단계별 안전계획 및 현장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3차 현장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시공계획단계, 골조공사단계, 마감공사

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음.

○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 적용된, 안전을 고려한 대표적 공법으로는 거푸집

시스템(Automatic Climbing System Form), 철골신공법의 개발/적용(S-N

공법), 철근선 조립 공법, 발코니 철골보의 Unit화, Curtain Wall Super

Block 등을 들 수 있음.

○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는 안전반성회 및 안전칭찬회, 인사하기 캠페인,

인터넷을 이용한 안전관리, 출입관리 시스템, 자율안전점검단, 여성안전감

시단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를 적용/운용하였음.

○ 타워팰리스 3차 현장은 안전중심, 인간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분위기

를 조성하여 근로자 스스로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였고 자율적

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그 결과 무재해 600만 인시

를 달성(2003년 11월 24일 현재)하였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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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ㆍ 학ㆍ 관 및 민간단체 공동으로 원천천 생태 복원화 추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전자단지 주변을 흐르는 원천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화활동과 대내외 홍보활동은 물론 원천천 수질보호 봉

사단을 발족하여 원천천 수질개선 활동을 전개하였음.

○ 대대적인 원천천 정화활동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원천천 수질오염은 날로 증가 되었고 지금

까지 전개해 온 정화활동으로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1995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아주대학교 환경

연구소, 수원환경운동센터 녹색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천천 수질개선 연

구사업을 전개하였고 연구자료는 수원시의 원천천 주변 생태공원과 자연

형 하천 조성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음.

○ 갈수기에 원천천 유량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부패 및 악취를 제거하고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오수 처리수를 원천천 상류(1.9km)로 이송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하여 하루 3천톤의 맑은물을 원천천 상류로 이송 방류함.

○ 원천천 가꾸기 활동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관공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자 2001년 11월에 원천천 살리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시민네트워

크 발대식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원천천 물사랑 시민모임이라는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자발적으로 원천천의 수질을 수시로 모니터링함.

○ 2003년 9월에 개최한 제2회 강의날 대회에 원천천 살리기 활동사례를 소

개하여 녹색친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향후계획으로 수원사업장내 설치된 생태연못과 원천천, 머내생태공원을 중

심으로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환경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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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객, 사원들과 함께 하는 HSE 관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 세계 주요 Oil Major 회사들이 영업단계에서부터 HSE(보건·안전·환경) 관

련 요구사항들을 명문화 하고 있고 각종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에 있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HSE의 위험요소가 커짐은 물론

HSE는 그 자체로 중요한 신뢰의 척도가 되고 있음.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따라 근로자 및 경영진의

HSE 문화에 대한 증진을 유도하고 각종 선진 HSE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고객 및 사원만족을 구현

○ 추진 내용

- 2002년 9월부터 월 1회 회의 실시(2003년 12월 현재 총 14회 실시)

- 약 20여개의 선주사 및 선급사가 참여

- 매월 회의시 경영진 및 각 생산부문 생산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실질

적인 개선 및 참여 유도

- 앗차사고 신고제(Near Miss), 사고에 대한 근본원인분석(RCA), 위험성 평

가 재정립, 족장 개선 T/F팀, 작업허가제도(PTW) 등 각종 HSE 선진기법

의 도입

○ 추진 결과

- 2002년 대비 안전 사고가 약 54% 감소

- 수주시 삼성중공업의 HSE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Alliance

에 참석한 주요 선주사들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줌으

로 인해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자리매김함.

- 고객, 사원들과 함께 하는 HSE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은

물론 근로자 및 경영진의 HSE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HSE가 곧 경쟁력이라는 기업문화 유도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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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수처리수 방류수를 활용한 연못 및 Nature Park 조성

(삼성아토피나 서산사업장)

○ 삼성아토피나는 총 21개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물리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화학적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침전 및 여과

처리후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최종처리수가 타사 화학공장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비단잉어 및 민물붕어를

최종방류조에서 키우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폐수재활용 및 친환경적 이미

지 제고 차원에서 당사 발생폐수를 처리한 최종방류수를 이용,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함.

○ 추진 내용

- PX 공장 증축후 동산옆에 있는 부지의 지대가 낮아 항상 물이 고이고 배

수가 잘 되지 않아 혐기성화 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대두되어 늪지화

되어 가는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임직원의 휴식처 제공 및 쾌적

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공원화 계획을 추진, 인공적으로 연못

을 조성하고 최종방류수를 유입하여 Nature Park를 조성함.

○ 추진 결과

- 환경친화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청둥오리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으며 민물고기, 우렁이 등이 번식함.

·철새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고 날아가는 간이 휴식처 역할을 함.

·최종방류수를 재활용함으로서 당사 폐수처리 관리에 대한 인근주민 및

대관청 신뢰성 확보

·늪지 개선으로 수질환경, 토양환경, 악취문제의 요소를 사전 제거

- 최종방류수 재활용에 따른 용수 절감 : 7천만원/년 절감

-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

·공장 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축구경기장을 만들어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단합의 장 조성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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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법 적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산신항개발현장)

○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및 해양환경 보호 차원

에서 기존의 해양투기 대신 호안 조성 및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 재료

원으로 준설토를 사용하였음.

○ 준설토에는 어패류 부식질, 질소, 인 등 다량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강우로 인하여 준설토 투기장이 담수화되고 기온이 상승될 경우 날벌레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됨.

○ 날벌레는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양성주광성(陽性走光性)」성질이

있어 일몰 후, 주변 숲에서 휴식을 취하던 수십 억 마리의 날벌레들이 인

근 주거지, 가로등, 수산물관련상가(횟집 등) 불빛을 보고 몰려들어 수면방

해, 영업방해 등 피해를 끼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산신항개발현장에서는 살충제 살포, 연막소독, 유도

등 설치 등의 방법으로 모기, 파리, 나방 등의 날벌레를 제거하려 하였으

나 면적이 광활하고 인근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장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어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었음.

○ 청둥오리를 이용하여 날벌레를 제거하는 경우, 야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갈대밭 등의 공간과 식수를 위한 담수 제공만 있으면 날벌레 Life Cycle

전 과정에 대하여 구제(驅除) 효과가 타월(99% 제거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음.

○ 미생물제제를 사용할 경우 년간 약 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청둥오리를

이용할 경우 새끼오리 구입비용으로 총 30만원만 소요되어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이었음.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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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Ⅰ. 녹색경영 우수사례(요약)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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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녹색화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경영성과의 지속적 개선"

삼성지구환경연구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1. 반도체 건강 증진 지수를 통한 정량적 건강 관리

시행(삼성전자 DS 총괄)

2. 글로벌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

교육 강화(삼성전기 수원사업장)

3. 체험적 참여교육의 장, 안전체험관 운영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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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건강증진지수를 통한 정량적 건강 관리 시행

(삼성전자 DS 총괄)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DS 총괄은 반도체(메모리, System LSI)와 TFT LCD Panel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으로 기흥, 화성, 온양, 천안사업장이 있고 해

외사업장으로는 미국 텍사스에 SAS, 중국 소주에 SESS 사업장이 있음.

○ 단편적인 건강진단만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있었으나, '나는

정말 건강한가?', '부서·회사는 건강한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기준

과 정보가 없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 이를 지수화하여 개인과 회사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한 목

표화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건강증진지수를 개발함.

- 정신적 요소 : 스트레스 특성, 정신건강 특성, 근무강도 특성

- 신체적 요소 : 뇌심혈관 특성, 건강진단 특성, 치과, 근골격계 특성

- 환경적 요소 : 흡연, 음주 특성, 식생활 특성, 운동습관 특성

○ 국내 일부 사업장에서 개별적 지수개발은 있었으나 통합 지수형식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었음.

(2) 추진 배경

○ 건강진단 등 단편적 근로자 건강상태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후 지

수화하여 목표화된 건강예방 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됨.

- 반도체 건강증진지수(Semiconductor Health Promotion Index, SHPI)라

명칭을 정하고 지수 개발을 추진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24

(3) 추진 내용

○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당사

검진자 각종 검진자료(78,417명), 각종 설문조사(7,919명) 결과를 분석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8대 지수를 선정하였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지수화

하였으며, 자체 선진보건정보시스템 반영,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

고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한 도움말도 같이 제공함((그림 1-1) 및 <표 1

-1> 참조).

(그림 1-1) 반도체 건강증진지수 개발 항목

<표 1-1> 반도체 건강증진지수의 지표 내용

구분 개발 필요성 개발 지표

비만
-남자사원들의 비만

-여자사원들의 빈혈, 低체중

-비만체질량 지수(BMI)

: 全세계공통지수, 대한비만학회

음주
-알콜 남용 및 중독 상태

-알콜 관련 정신사회학적 상태

-알콜기준 지수(Audit)

: 세계 보건기구 지수

생활습관
-사원들의 생활습관 상태

: 흡연, 식사, 음주, 수면,간식,운동

-7가지 건강습관 기준

: Breslow Index(1980년)

생활

스트레스

-근무이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적 안녕 상태

-생활스트레스 지수 기준

: Eigen Values 1 이상 3 요인

직무

스트레스

-업무상 스트레스 상태

: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등

-"Karasek Job Stress"를

기준

뇌심혈관
-5가지 일반적 기준(생활습관)

-8가지 의학적 기준(검진결과)

-뇌심혈관위험도 평가기준,

: 한국산업안전공단(1999년)

치과
-임직원 구강 상태

-치주질환 상태
-구강검진 및 문진 결과 기준

건강진단
-국민건강검진 지수 기준

-반도체 특성에 맞는 검진결과
-일반건강검진 2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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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의의

○ 건강상태를 지수화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대부분 결근일수, 건강

진단, 스트레스 등 개별 항목에 대한 지수화 작업이었으며 통합 지수형식

은 국내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선례가 없었음.

○ 건강증진지수를 통해 개인, 부서, 팀, 사업부별 평가는 물론 연령별, 성별,

근무형태별 등 입체적 평가가 가능하며 통한 건강지수 비교로 회사, 근로

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행 작업 및 예방활동이 가능함.

○ 보건 전산시스템, 자체 검진시설, SFC(Semiconductor Fitness Club)와의

연계 등 운동시설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생활건강운동 활동과

연계하여 자연스런 건강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체계가 가능하

게 됨.

(5) 추진 결과

○ 보건 전산시스템에 적용, 임직원이 개인의 지수를 반도체 건강증진지수

(SHPI)와 수시로 비교,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함((그림 1-2)).

(그림 1-2) 반도체 건강증진지수의 전산시스템 및 8대 지수

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8대지수88대지수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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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낮은 임직원은 건강검진, 생활습관(금연, 건전음주, 식생활 개선),

운동 등과 연계하여 본인의 의지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건강이 강

화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계획으로 각 항목별 지수 중 낮은 지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 시

행하고 집단(연령별, 직군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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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안전 교육 강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기는 국내 3개 사업장, 해외 6개국 7개 생산법인을 가지고 있는 국

내 최대의 전기·전자 부품업체임. 본사는 수원의 젖줄 원천천변 매탄동에

위치하고 있음.

- 국내 사업장 : 수원 본사(사업장 포함), 대전사업장, 부산사업장

- 해외 법인 : 중국 동관법인, 중국 천진법인, 인도네시아법인, 필리핀법인,

태국법인, 헝가리법인, 멕시코법인

○ 세계 1등 제품으로는 DY, Tuner 등이 있으며, Display 산업과 Mobile 산

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BGA 등 기판, LD/LED, Mobile

용 카메라, 高集積 MLCC 등 사업을 첨단화·다각화하고 있음.

○ 삼성전기는 해외 생산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65%를 초과하고

있는 실태임. 따라서 현지 법인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작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국가로의 이전에 따라

환경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

○ 해외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안전 교육시스템, 공정별 안전

교육 및 일반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국 언어로 교

재를 작성·제공하였음.

○ 현재 중국법인에는 사이버 환경안전 리더십 과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

하였으며, 해외법인의 현채인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매년 1회 이상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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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가. 삼성전기를 안전 일등기업으로......

○ 선진수준의 환경안전관리를 지향하는 삼성전기는 해외법인의 작업자에 대

한 환경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의 부여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야 되는 시기가 도래함.

○ 현재 다국적 일등업체의 사회적 책임 중의 하나가 어느 국가에서도 환경

안전을 본사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함. 이에 발맞추어

삼성전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나. 해외법인 현채인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 현지 안전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이 부족한 국가에서의 안전활동은 제한되

어 있고 본사의 안전의식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채인에 안전시설이

나 교육 등이 부족하게 됨.

○ 국제적 수준의 환경안전시스템을 갖춘 삼성전기의 모든 시스템을 현지에

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3) 추진 내용

○ 국내 최초로 해외법인용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환경안전 교육시스템을 구

축함((그림 2-1) 참조).

○ 해외법인의 현채인 등의 환경안전교육은 국내에서 파견되어 있는 환경안

전관리자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에 의해서

만 교육이 진행되어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의식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으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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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작업

자에 대한 교육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그림 2-1) 중국어 환경안전 리더십 과정

○ 해외법인 주재원, 환경안전담당자 및 현채인에 대한 환경안전교육을 효율

화하여 환경안전의식을 향상시킴.

(그림 2-2) 국·영문, 국·중문 환경안전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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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문과 국·중문의 환경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1차적으

로 환경안전부서에 의해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방법 및 주요 사항

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어 지속적으로 Top-down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그림 2-2) 참조).

(4) 추진 결과

○ 해외법인에 출장을 가는 경우, 환경안전교육의 시간을 줄이고 진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함에 따라 환경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공정에

적합한 환경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음.

○ 현지법인의 환경안전교육 실시 횟수 및 내용이 충실해지고 환경안전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 사이버 교육 수강 실태

·중국 동관 77명 수강(95% 합격), 천진 268명 수강(90% 합격)

- 환경안전교육 교재의 배포

·중국법인(150부), 태국 법인, 필리핀 법인 등(150부)

○ 중국어판 사이버 환경안전 리더십 과정은 중국 실정에 맞도록 현지에 설

치되어 있는 환경안전 시설물의 현황 및 공정에 따라 내용을 상세히 구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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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적 참여교육의 장, 안전체험관 운영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 사례 설명

○ 최근 들어서 조선소의 주요고객인 해외 선주사들은 보건·안전·환경(Health,

Safety & Environment, HSE)의 국제적 기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HSE에 대한 조선소들의 인식 및 수준이 선박 수주의 주요 경쟁력으

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Shell과 BP, Exxon Mobil과 같은 세계적인 Oil

Major들은 선박건조 계약 시「HSE 인증 여부」를 계약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조선소에 HSE 전담자를 직접 파견하고 있을 정도로 HSE를 중시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옛날 양적 생산을 중요시하던 기업척도가 점차적으

로 질적인 품질과 HSE 우선으로 기업의 내재가치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제표준인 ISO의 규제강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기업에서의 산업재해는 기업경쟁

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특히, 국제 무역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

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안전과 환경이 기업경영의

차선이 아닌 기업생존의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2) 추진 배경

○ 안전사고는 복잡 다양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

-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경우

는 극히 드물고 조선업 재해유형에서 대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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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협착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하나의 사고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안전사

고 감소방법은 크게 안전의식, 안전점검, 안전투자 3가지 측면으로 전개되

고 있음.

○ 국제적인 HSE 선진 기법의 전초기지 구축

- 환경안전팀을 HSE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고객을 전담하기 위한 조

직을 신설하는 것, 선진기법을 전수받고 HSE와 관련된 현안문제점을 적극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주와의 연합미팅(Alliance Meeting)을 주최하는

것 등은 無災害 사업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우리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 중 주입식 이론교육을 배제하고 체험적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개관한 것은 한발 더 앞서가는 적극적 안전관

리를 구축해 보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

○ 교육방향에 따른 안전사고의 유형 변화

- 안전사고는 인적측면의「불안전한 행동」과 시설적 측면의「불안전한 상

태」가 결부되어 발생됨.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불안전한 행동」은 無知

에서 오는 판단력 부족에서 비롯되고「불안전한 상태」는 위험이 노출된

상태에서의 방관에서 비롯된다고 봄. 이러한 무지와 방관을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과 규칙적인 안전점검이라고 보며, 그 중에서도

안전교육은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선행적 과제임. 이는 기업경영을 장

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실제 2002년도에 안전교

육에 많은 비중을 부여하고 추진하였음.

<표 3-1> 안전사고의 유형 분석

연도 중대재해 협착 전도 추락 충돌 기타 계 종업원수

2002년

(1~10월)
4 23 23 18 5 19 88 13,064

2003년

(1~10월)
0 6 6 12 10 31 65 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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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에서 보듯이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안전사고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볼 때 2002년 88건에 중대재해 4건, 2003년 65건에 중대재해 "0"

건으로 2003년이 23건 감소에 35%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종업원수를 감

안한 재해율을 비교할 때 2002년 0.67%, 2003년 0.39%로 99%의 혁신적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이 외에 사업장 위험도 증가에 따른 취약조건 즉, 무형적 평가자료인 생산

량 증가(30%↑), 사업장 설비투자 확대(15%↑)를 감안해 볼 때 2003년도

의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교육의 효과는 사고의 유형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음. 재해유형별 안

전사고 발생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2년 재해유형별 안전사고 순위는 협착 → 전도 → 추락 → 기타 순이

고, 2003년 재해유형별 안전사고 순위는 추락 → 충돌 → 협착 → 기타

순임.

○ 개인 不注意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협착 및 전도

사고가 2002년도에 많은 반면((그림 3-1) 참조), 2003년도는 전체적인 사

고는 줄었지만 작업장 환경에서 기인된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된 추

락 및 충돌사고가 많았음((그림 3-2) 참조).

- 2002년도에 협착과 전도가 각각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락이 20.5%

를 나타내고 있어 세 가지 유형이 70% 이상을 차지함.

(그림 3-1) 2002년도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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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3년도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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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의식수준 향상만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절대 우선적 방법이라 생각함.

(3) 추진 내용

○ 삼성중공업은 2003년 6월 조선업계 최초로 안전체험관을 개관했음. 전체

사고의 ⅓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고의 대부분이 개인부주의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되었고 사

고자 또한 입사 3개월 미만의 신입사원에 의해서 발생된 것에 착안, 자신

이 직접 다양한 사고유형을 접해 볼 수 있는 교육장을 총 부지 650여평에

2002년말부터 2003년 5월까지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걸쳐 개관하게 됨.

- 안전체험관은 안전에 대한 기존 주입식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

는 체험식 교육으로 진행됨.

- 이미 6,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6월초부터 본격 교육에 들어간 체험교육

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과 기존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

교육(안전요원 체험실습 및 생산부서 간부, 외국인연수생, 협력사 全社員

체험교육, 직반장)으로 나뉘어 직종별, 직급별 전문교육으로 특화하여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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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을 기초로 한 표준작업 방법과 올바른 작업자세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이론교육장이 전시실을 포함하여 150여평 규모로 건축되어 있음.

- 리모콘 작동요령, 와이어로프 점검요령, 안전운반 신호요령, 각종로프 묶

는 방법 등을 실습할 수 있는 기계운반체험

- 각종 분전함 사용요령, 접지 및 누전차단 요령, 고압전선 안전연결요령,

가설전선 거치방법, 바닥전선 보호방법 등을 실습할 수 있는 전기안전체험

- 가스종류별 호스색상 구분, 가스호스 명패부착 실습, 안전한 매니폴더 사

용요령, 소화기/소화전 작동요령, 산소사용시 주의사항, 기름걸레 방치 시

문제점 등을 실습할 수 있는 화재예방체험

- 밀폐공간 출입방법, 불량조도에서의 블럭이동 체험, 개구부 안전조치요령,

안전난간대 설치요령, 블록 內 족장이동 요령 등을 실습할 수 있는 블록안

전체험

- 족장 표준설치 이해, 불안전족장 이동체험, 사다리 표준설치 이해, 수직사

다리 이동 체험, 불안전사다리 이동체험, 각종 안전벨트 매달리기 등을 실

습할 수 있는 족장이동체험 등 총 5개의 안전체험 코스와 2개의 장비자격

코스(고소작업차, 지게차)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연습장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일터를 가꾸어 가기 위한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해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실습장, 이론

을 제외한 체험교육만 약 4시간이 소요됨.

(4) 추진 결과

가. 동종사 대비 사고발생률 획기적 개선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2003년도 재해율은 0.57로 동종사 H社 0.99, D

社 1.43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우위를 확보함(<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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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동종사 대비 재해율 비교(2003년 10월말 현재)

구분 재해율 중대 재해

H社 0.99 7건

D社 1.43 3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0.57 0건

나. 新 노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말로만 표현되던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안전체험관을 개관함

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보다 확고하게 각인 되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 노사문화에 한발 더 앞서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다. 영업경쟁력 절대적 우위 확보 강화

○ 당사 HSE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주요 선사들의 아낌없는 찬사로 이

어지고 긍정적인 평가는 차별화된 영업전략에 중추적 역할 담당

(5) 기타

○ "노력은 결과로 나타난다" 지난 수 개월 동안 당사는 조선업에서는 이루

기 어려운 無災害 3천만시간(180일)의 위업을 이루어 냈음. 또한 2003년

10월 현재 재해율 0.57을 이루어 조선업계 대비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

로 줄여 나가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노동부 조선업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청색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아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고 포상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음. 이러한 유·무형적 효

과는 영업의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 「2006년 세계 1등」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임. 안전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체계

적인 안전교육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無災害 사업장 조성을 위한 우리의

큰 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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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녹색화

"제품 전생애책임주의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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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구매 추진으로 환경친화제품 개발 기반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5. 세계 최초 환경친화 HDD 개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버섯 재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공(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38

4. 녹색구매 추진으로 환경친화제품 개발 기반 구축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원료 및 부품 등의 구매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

구매를 추진함.

○ 이를 위해 2001년 기본지침을 발표, 시범적용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국

내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적용 추진 중에 있음. 2004년부터는 해외 협

력업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임.

(2) 추진 배경

○ 2001년 12월, 네덜란드 세관에 일본 소니의 비디오게임기인「플레이스테

이션 I」제품의 일부 부품에서 유해물질 관리기준치 초과로 통관 거부된

사건 발생,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피해 발생

○ 결국 소니의 「녹색구매 시스템」은 최종제품 생산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

는 원재료에서부터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야만 하며, 최종제품이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상위흐름에서부터 환경성

이 확보되어야 함을 인식

○ 녹색구매 시스템 도입은 이미 전기전자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전자정보산업협회(JEITA)와 유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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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제조자협회(EICTA), 미국의 전자공업회(EIA) 등 세 기관의 주

도로, 개별기업별로 진행되어오던 녹색구매 시스템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

이 있음.

(3) 추진 내용

○ 삼성전자 녹색구매의 정의는 "공급망(Supply Chain)으로부터 동일 용도의

다른 자재에 비하여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즉 감량화, 재자

원화, 분해 및 처리의 용이화, 에너지절약, 유해물질 미사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인체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재의 구매행위"를 말하

며 이를 위해 공급사와 공급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녹색구매 시스템 운영 목적은

-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응하여 환경 위

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 친환경성 원료 및 부품, 반제품 등의 구매를 통한 환경친화제품의 개발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고객에게 환경친화제품을 제공하

여 삼성전자의 이미지 제고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 적용범위로는 삼성전자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구매업무에 적용하며 납입되는 모든 원부자재, 부품,

제품, 포장재의 국내외 공급업체와 물품을 대상으로 함.

○ 녹색구매 시스템의 주안점은 공급업체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여부와 공급

원자재 및 부품의 환경성 확보 측면에 두고 있음.

- 공급업체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환경경영평가를 실시

하며 이를 통해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급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의

환경경영 평가를 통하여 공급업체의 환경경영 도입을 유도하고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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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삼성전자 제품의 친환경성을 확보함.

- 공급 원자재 및 부품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 2004년부터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DE(Poly Brominated Diphenylethers), PBB(Poly

Brominated Biphenyls) 등을 포함하여 29종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적으로 규제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

리대상 물질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

○ 2003년 4월에 당사 녹색구매지침을 전 공급사에게 배포하였으며, 5월에는

국내 전 협력사 대상 설명회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

였음.

- 6월에는 웹기반의 녹색구매 전산시스템(http://glonets.samsung.co.kr)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협력업체 스스로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자가 진단

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대표자 세미나

를 통해 환경경영 마인드 제고의 기회로 삼았으며, 향후 환경 실무자를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경영 개요 및 삼성전자의 추진 정책

설명 및 공급업체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임.

- 또한, 환경경영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녹색구매 활성

화에 활용할 예정임.

○ 2004년부터는 해외 협력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2005년부터는

「삼성에코파트너」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할 예정임.

(4) 추진 결과

○ 2003년 국내 전 협력업체(약 1,700여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4

년부터는 해외 협력업체를 포함한 약 3,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또한, 2004년부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29종으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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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JEITA(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와 EICTA(유럽 정보통신

기술제조자협회), EIA(미국 전자공업회)와 공동 협력하여 대응 추진 중, 본

공동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전자업계 공통의 관리물질과 그 기준을

표준화하여 전자제품의 환경성 정보 공개 준비 중

(5) 기타

○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기존의 「Eco-Prodcut 추진위원회」를 지난

2003년 4월 「환경친화경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부회장 주관의 환경

안전경영위 원회로 격상운영 하고 있으며 그 산 하에 5개 분 과위원회

(Eco-Product, 청정생산, Pb-Free, Eco-Design, Eco-Device)를 신설하

여 전사적으로 확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환경관련 대응이 주로 환경부서에서의 전담으로 이루어졌던 이전과는 달

리 현재의 환경관련 대응은 제품중심의 개발, 구매, 생산, 홍보 등이 이루

어 져야 하기에 전 부서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없이는 대응이 불

가능한 추세임.

- 따라서 전사의 전폭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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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최초 환경친화 HDD 개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위치한 DS총괄 부문의 스토리지 사업부는 "원류관

리를 통한 친환경"을 목표로 환경규제(RoHS)에 대응하고자, 2002년 10월

Pb-Free T/F 팀을 구성, 제품단위에서의 Pb-Free 기술 적용을 통해 세

계 최초 환경친화 HDD(Hard Disk Driver)를 개발한 사례임.

○ HDD는 HDA(기구)와 PCBA(회로)로 나누어져 총 203여종 부품에 대하여

납(Pb)이 함유되지 않도록, 기구물의 표막 코팅에서부터 Bearing의 납(Pb)

불순물까지 대체물질을 발굴, 적용하였으며 회로기판의 납땜 용제로는

SnAgCu로 대체하였고, SMD 부품의 전극부분인 Sn계에서 발생되는

Whisker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Ni-하지도금처리와 SnBi 그리고

Immersion-Ag 도금으로 대응하였음.

- 또한 고온납땜의 SMD 양산체제에서 요구되는 97여 가지의 신뢰성 검증

을 통하여 Pb-Free 기술력을 확보하여, 2003년 8월에는 일본 Canon에서

제작되는 환경친화 디지털복합기에 장착되어 환경친화 HDD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부터 환경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판매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환경규제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친화 제품이 점차적으로 증

가되고 있는 실정임.

-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HDD는 저가대용량의 메모리제품인 메카니즘

구성으로, Pb-Free의 납땜 신뢰성과 연계된 양산체제를 단기간에 걸쳐 고

객의 요구에 대응하며, HDD업계의 기술개발을 선점하여 동종업계의 우위

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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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가. 6대 환경규제 물질이란 무엇인가?

○ 납(Pb),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Poly Brominated Biphenyls),

PBDE(Poly Brominated Diphenylethers)

○ 인간활동에 의한 대표적인 지구환경의 오염은 먹이사슬에 의한 중금속 독

성물질의 농축으로 환경과 인간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과

제이며, 전 세계적 환경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이전에

생산활동에서부터 6대 환경규제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지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규제는 환경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눈 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나. 납(Pb)이 왜 위험한가?

○ 납(Pb)을 함유한 폐기제품을 땅속에 매립할 경우 산성비 등과 반응, 납 성

분이 유출되어 지하수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인체에 심각한 신경장

애를 일으키게 됨((그림 5-1) 참조).

(그림 5-1) 납의 인체영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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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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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내용

가. Pb-Free 주요 적용기술

○ 환경친화 HDD 제품의 Pb-Free 적용기술은 기구와 회로기판으로 나누며,

총 102종(203개)부품에서 Pb-Free 적용대상 부품은 76종(165개) 부품인

74%의 점유로 나타났음.

- 회로기판의 경우는 63종(164개) 전체부품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기구부

품은 13종(19개) 부품에 Pb-Free가 적용되었음.

나. Pb-Free HDD의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의 검증

○ 삼성전자의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은 납(Lead, Pb)의 경우 ICP 100ppm,

XRF 200ppm이 기준이며(<표 5-1> 참조), Pb-Free HDD는 전체 부품에

대하여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에 의거 기술검증을 하였음.

<표 5-1> 삼성전자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표

Substances Specification[Instrument] Application Time to
Application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5ppm[ICP] and 30ppm[XRF]

Plastic Materials
(including rubber)

July. 03’

30ppm[ICP] and
50ppm [XRF] July. 03’

Lead and Lead compounds

100ppm[ICP] and
200ppm[XRF]

All parts except soldering materials,
electronic ceramic parts, resistor July. 03’

0.35wt% Steel July. 03’

0.4wt% Aluminum Alloy July. 03’

4wt% Copper Alloy July. 03’

0.1wt% Solder Jan. 04’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100ppm[ICP] Packaging materials, paints, inks July. 03’

100ppm[ICP] All parts Jan. 04’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100ppm[ICP] Packaging materials, Paints, inks July. 03’

100ppm[ICP] All parts Jan. 04’

Polybrominated bi phenyls(PBB) Should not be detected All Parts July. 03’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Should not be detected All Parts July.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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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b-Free 신뢰성 검증

○ Pb-Free의 주요 특성은 부품 내열성과 납땜(Soldering)에 대한 취성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부분임. 각각의 부품에 대한 내열조건 그리고,

제품단위의 기능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제품과의 차이가 없었음.

(그림 5-2) 회로기판의 열충격 신뢰성 검증

-40℃
시
간

30min

1 Cycle
30min

5min

온도

85℃

- 초기

- 200Cycle

- 400Cycle

- 600Cycle

- 800Cycle

- 1000Cycle

- 초기

- 200Cycle

- 400Cycle

- 600Cycle

- 800Cycle

- 1000Cycle

외관 분석외관 분석

단면 분석단면 분석

접합강도 분석접합강도 분석

(4) 추진 결과

○ 全부품에 대한 Pb-Free 적용을 통해 환경친화 HDD 제품을 2003년 6월

에 출시, 日本 Canon의 환경친화 디지털 복합기에 제공되고 있음.

(그림 5-3) HDD의 Pb-Free 표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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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버섯 재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공(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1) 사례 설명

○ 삼성에버랜드는「人間·時間·空間」, 三間精神을 근간으로 인간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세계 초인류 레저/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고의 친절서

비스로 고객만족과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이념으로 개장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6대 테마파크로 발전하였음.

- 이러한 발전 배경에는 환경안전경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최고경영

자의 의지와 임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이 큰 역할을 담당했음.

○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

해 2002년 국내기업 최초로 음식물자원화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버섯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획

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추진 배경

○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낭비되는 국가적인 경제손실이 연간 15조원에 달하

며 매립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악취, 침출수

문제 등 2차적인 오염까지 발생시켜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또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친환경적이며 자원재활

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

○ 이에 삼성에버랜드는 파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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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하기 위해 환경아카데미 내에 5톤/일 처리용량의 「음식물자원화센

터」를 준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식용버섯과 유기질 비료의 원료

및 기능성 바이오 사료로 완전 자원화하는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이룸.

- 이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환경경영을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과 더 나아가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3) 추진 내용

가. 도입 검토

○ 연간 파크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300톤이며 이의 처리를

위해 1억 8천만원(2002년 기준) 이상이 소요되고 기존 퇴비화, 사료화 시

설 운영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표 6-1>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비교

처리법 처리 수단 단점
처리

비율
비고

매립 매립지,해양매립 침출수,악취 등 2차오염 59% 2005년 금지

비료화 발효후 퇴비 염분농도, 악취발생 11% 사용 기피(염분)

사료화 건조후 양돈사료
신선도 유지, 영양성분

불균일
20% 경제성 저하

소각 고온 소각 대기오염 유발 7% 다이옥신 발생

지렁이 사육 분변토 생산 대규모 부지면적 소요 2% 농가

가스생산 혐기성(메탄가스) 폐수처리, 가스정화시설 15% 부천시 중단

○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수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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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높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운영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아 노하우를 습득하기 어려운 단점을 안고 있음(<표 6-1> 참조).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버섯재배 기술은 삼성에버랜드와 영농법인이 업무

제휴를 통해 1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음.

나. 추진 현황

○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이템을 발굴한 벤처기업은 음식물자원화센터 설계

및 시설상의 에러와 종균의 활성도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게 되

어, 영농법인 한울타리와 기술자문 및 용역 등 업무제휴를 통해 시설보완

및 종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게 됨(<표 6-2> 참조).

-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버섯재배에 대한 특허도 출원하게 되었으며,

버섯재배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섯수확을 통해 발생하

는 수익금은 현재 회사가 운영중인 환경아카데미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하

고 보다 전문화시키는데 투자하고 있음.

<표 6-2> 일정별 추진 현황

기간 진행 현황 진행 내용

'02년 4월 음식물자원화센터 착공 -기술자문업체와 설계협의 완료

'02년 7월 음식물자원화센터 준공
-대지면적 1,962평, 연면적 518평(2층)

규모로 약 15억원의 시설 준공

'02년 7월

∼12월

기술자문을 통한 직영

관리
-버섯재배 기술 부족으로 버섯오염증가

'03년 1월

∼5월
기술자문업체 용역계약

-모 벤처업체와 용역 계약

·설계 오류, 종균 활성도 부족 등

'02년 11월

∼'03년 7월

영농법인(한울타리)과

업무제휴

-시설보완, 종균 개발, 공정능력 배양

·재배용역 계약(2003년 7월)

'03년 7월

∼현재
정상화

-버섯오염 원인규명 및 재배기술 습득
-환경아카데미 견학코스로 활용

-특허출원(2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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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섯재배 공정

(그림 6-1)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버섯재배 공정도

파 쇄 배지조성 입 병

살 균냉 각접 종배 양

균긁기 발이,생육 수 확
배 지

분 쇄

포 장

버섯출하

사료

출하

배지건조

퇴비

원료

음식물반입

-균일한 크기로

파쇄

-톱밥, 면실, 비트

혼합후 pH 조정

-1,100cc 용기

750g/병 입병

-98℃ 8시간
무균 살균

-24시간내 15℃

냉각

-15℃ 배지에

종균 접종

-30~35일

배양

-노화균 제거후

수분 충전

-4~7일 발이

5~11일 생육

(4) 추진 결과

가. 버섯 ·廢배지의 상품성 및 특허출원

○ 버섯

- 국내 식품연구소 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검증

-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분 함유량에 있어서 기존 버섯에 비해 2

∼10배 이상 높은 親환경·高영양 식품으로 입증

- 생산된 느타리 버섯은 단체급식용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음.

○ 폐배지

- 폐배지는 농림부 퇴비화 공정규격과 환경부 부속토 기준에 적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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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문제점인 염분을 현저히 낮춤.

- 미네랄, 비타민, 버섯 균사체의 면역성 및 항균물질 등 신기능성 물질 다

량 함유되어 있어 유기질 비료원료 및 기능성 사료로 상품화 가능

○ 특허 출원

- 내염성의 프레우로투스 오스트레아루스 및 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

리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식용버섯 재배를 위한 배지 및 이를 이용한 식용

버섯 재배방법

나. 신기술을 통한 매출, 원가절감, 고용창출 기여

○ 매출 : 11.1억원/년

- 버섯판매금액 : 640㎏/일(생산량)×@4,725원/㎏×30일×12개월

- 폐배지 판매금액 : 2.5톤/일(발생량)×@20,000원/톤×30일×12개월

○ 원가 절감 : 1.8억원/년

- 음식물 연간처리비 : 1,300톤/년×@143,300원/톤(사료화)

○ 고용창출 : 6,120명/년

- 고용인원 : 17명/일(평균연령 48세)×30일×12개월

다. 국내외 최초 음식물쓰레기처리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성공

○ 음식물로 인한 년간 15조원의 국가적 경제손실을 새로운 재활용방법을 통

해 자원화 기회 제공

○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입지가 수월하고 NIMBY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간 갈등 해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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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한 삼성에버랜드의 이미지 제고 기여

○ 환경체험코스 활용을 통해 대국민 환경교육 기여

(5) 향후 계획

○ 환경산업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마켓팅 전략

적 기술제휴 추진

○ Salt Tolerant 버섯 균주를 이용한 음식물처리 시스템 KT 인증 추진

○ 버섯가공 기술개발 및 산학 위탁 연구 추진

○ 고품질의 유기질 퇴비 및 사료화 기술개발 투자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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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녹색화

"원류관리를 통한 오염배출의 사전예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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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Catch CO2 1030」

프로젝트 추진(삼성전자 DS 총괄)

8. 성형기 Air 공급방법 개선으로 Purge Air 10% 절감

(삼성광주전자)

9. 생산공정 냉각수 재활용으로 원수 및 에너지 절감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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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Catch CO2 1030」프로젝트 추진

(삼성전자 DS 총괄)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DS 총괄은 반도체(메모리, System LSI)와 TFT LCD Panel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TFT-LCD 제조시 세정, 식각용으로 지구온난

화 물질인 PFCs(CF4,C2F6,C3F8,C4F8,CHF3,NF3,SF6)를 사용하고 생산, UT

설비 운영을 위하여 전력, LNG를 사용하고 있음.

- PFCs는 염화불화탄소라 하며 Perfluorocabons의 약자임.

○「Catch CO2 1030」은 삼성전자 DS 총괄의 지구온난화방지 감축목표 슬

로건으로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량을 2010년까지 2001년도 대비 30% 감

축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음.

○ 삼성전자 DS 총괄은 2002년에 시작한 「Catch CO2 1030」활동을 2003

년부터 더욱 활성화 하여

-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여

- 기후변화협약 발효 시 CO2 배출권 거래시장 선행적 대응

- 세계반도체협회(WSC)의 PFC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

-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문화를 달성함.

(2) 추진 배경

가.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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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가들은 인류의 활동에 의한 지구의 기후변

화를 막기 위하여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PFCs,SF6

는 1995년) 대비 평균 5.2% 감축목표 규정

- 1999년 WSC에서 지구온난화물질인 PFC를 2010년까지 기준년도(1995

년, 한국은 1997년) 배출총량 대비 10% 감축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실적 상업적 거래

- 영국 : 세계 최초 기업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2002년 4월)

- 유럽연합 : 배출권거래시장 창설법안 제안(2005년 시행 예정)

- 덴마크 : 배출권거래시장 운영(2002년)

- 기업의 자발적 배출권거래 : BP, Shell의 사내거래 시행

- 네덜란드 탄소세 제도 시행, 독일, 호주 등 탄소세 제도 시행 예정

나. 사업의 특수성

○ 반도체, LCD 사용공정 중 사용되는 PFC는 대기에서 아주 안정하여 장기

간 머무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비하여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약 5,000~

22,000 배로 아주 커 향후 환경문제에 의한 무역장벽이 발생할 수 있음.

○ 반도체, LCD 사업확장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물질 배출량 증

가(PFCs, 전력, 연료)

(3) 추진 내용

가. Catch CO2 1030 추진 전략

○ PFC 감축 전략 : "감축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적극적인 감축전략 추진"

- Non-PFC 세정기술 개발 국책과제 수행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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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PFC Abatement System 개발 및 적용

- 공정최적화로 PFC 배출량 저감

○ 에너지 감축 전략 : "라인증설에 의한 에너지 증가비율 억제"

- 에너지 자발적 협약 지속 추진(Utility)

- 全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 활동 수행

- 에너지 고효율설비 지속 도입

○ 임직원 의식혁신 :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구온난화 방지활동 추진"

- 사업부 및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및 평가

- Catch-CO2의 날 지정,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 임직원 생활수칙 선정 및 캠페인

나. 온난화물질 배출량 공개 및 매년 감축목표 수립

○ PFC, CO2 등 지구온난화물질을 정의하고 반도체, LCD 산업특성에 적합

한 지구온난화물질 계산방법 및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대내외에 공개함

((그림 7-1) 참조).

○ 지구온난화물질 배출량 계산방법 정립

- 배출량(TC) = [PFC(MMTCE) × 1,000,000] + 전력 TC + 연료 TC

- PFC(MMTCE) = (1-h) [PFC (1-C) (1-A) + (B × PFC) (1 - A`) ]

·h = fraction of PFC remaining in container

·C = average utilization factor of PFC

·A = fraction of PFC destroyed by abatement

·B = mass of CF4 created per unit mass of PFC transformed

·A' = fraction of CF4(by-product) destroyed by abatement

- 전력 TC = 전력(㎿) × 0.1319

- 연료 TC = 연료(LNG) TOE × 0.637

·연료 TOE = ㎦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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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삼성전자 DS 총괄 Catch CO2 1030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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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FC 감축 활동

○ 공정 최적화

- Memory/LCD사업부 CVD 공정에서 사용하는 NF3의 사용량 금액이 전체

가스 사용 금액 대비 50% 이상임.

- CVD공정 Clean-Time 단축 등으로 NF3 사용량을 14% 감소시킴.

○ Remote Plasma 설치를 통한 감축 활동

- 현재 사용 중인 Direct Plasma Cleaning 방식은 Clean-Time, 가스 사용

량이 많고 시설 내 부품의 손상이 큼.

- PFC(C3F8, NF3) 분해, 사용효율 증대를 위해 Direct Plasma Cleaning에

서 Remote Plasma Cleaning으로 개선하여 PFC 사용량을 15~35% 이상

감소시킴.

○ 처리시설을 통한 감축 활동

- PFC는 공정사용 후 5~80%는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며 PFC 대기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신규라인에 Burn Wet Scrubber 적용

- Burn Wet Scrubber는 LNG를 사용하는 직화 Type Scrubber로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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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에서 배기가스를 연소시킨 후, Wet Scrubbing 함으로써 PFC

가스를 99% 처리하고 기존(효율 90%) 대비 1/10로 농도를 감소시킴(<표

7-1> 참조).

<표 7-1> Cleaning 방법 비교

구분 Direct Plasma Cleaning Remote Plasma Cleaning

방법
설명

① 사용시설 내에 PFC를 유입

② 사용시설 내에서 Plasma
(PFC 이온화)를 직접 형성/

불순물 Cleaning

① PFC를 플라즈마 발생기에 유입

② 발생기내에서 PFC를 이온화시킴
③ 이온화된 Gas를 사용시설로

보내 불순물 Cleaning

차이점
-PFC 사용효율(분해율) 낮음

·C3F8(60%), NF3(80%)

-PFC 사용효율(분해율) 높음

·C3F8(95%↑), NF3(95%)

라. 에너지 감소활동

○ UT내 에너지 감소 T/F팀을 구성하고 임원주관으로 절감 항목, 우수사례

를 1회/월 공유함.

○ UT/생산시설 개선

- 삼성전자 기흥, 화성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소각처리설비(RTO)

배기 풍량 최적화로 LNG 32% 절감 등 57개 항목 개선

- 삼성전자 DP센터 초순수 Sand Filter 폐열회수 장치 설치로 1억원/년

LNG 절감 등 71개 항목 개선

- 삼성전자 DD센터 공조 Air 사용량 최적화로 여유설비 Stand-by로 전환

(17대 → 10대 가동) 등 14개 항목 개선

마. 全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구온난화 방지활동 추진

○ 형광등 한등 빼기 운동(7,474개, 사무실 조도 기준 300 Lux 운영)

○ 사무실 공조기 공급온도 조정(동절기 :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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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생활수칙 선정 및 캠페인

- 차량 10부제 실시

-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 불필요 전원 소등(중식시간, 특근 시간 등)

- 가로등 점등시간 조절(30분 늦게 점등, 30분 조기 소등)

- 운동장/테니스장 야간 점등 금지, CATV 정규 방송시간만 가동

- 엘리베이터 운영 합리화(3층 이하 운행 금지)

- 홍보활동(에너지 점검팀, 에너지 절약 기획방송, My Single 홍보 등)

(4) 추진 결과

○ 지구온난화물질 2003년 목표 초과 달성(<표 7-2> 참조)

- 직접 효과 : 164억원/년, 생산성 향상효과 : 64억원/년

<표 7-2> 2003년 온실가스 저감 실적

'03년 예상 '03년 목표 '03년 실적(예상) 감축량

1,172,543 TC
1,065,948 TC

(* 예상배출량의 10%)
1,035,653 TC 136,890 TC

(5) 향후 계획

○ Non-PFC(F2) 세정기술 개발과제 수행을 통한 PFCs 배출량 절감

- 기간 : 2003년 7월 ~ 2006년 6월

- 내용 : Non-PFC(F2) 발생/공급장치 및 유해가스 처리기술 개발

- 효과 : CVD공정 F2 PFC 배출량 Zero화, '06년 36억원/년 수입대체 효과

○ 레지스트리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감축 Credit 인증 획득

- 기간 : 2003년 7월 ~ 2004년 2월

- 내용 : 이산화탄소 절감실적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 효과 : 감축 실적 11,495 TC Credit 인증 예상(사업수명 5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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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형기 Air 공급 방법 개선으로 Purge Air 10% 절감
(삼성광주전자)

(1) 사례 설명

○ 삼성광주전자는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생산품으로

냉장고, 청소기, 자판기, 김치냉장고, 콤프레셔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사원들의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기업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

하여 관리시설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유가 및 이로 인한 원료가, 에너지를 포함한 원부자

재 비용 상승으로 제품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여건 악화

시 각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중 낭비요인을 개선, 제거하고자 에너지 절약 항목

중 성형기 Air 공급방법을 개선한 사례임.

(2) 추진 배경

○ 사업장 에너지비용은 매출 대비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Air 사용량

을 조사한 결과 냉장고동 비중이 75% 차지하고 그중 성형기 6대가 Air 사용량

67% 차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성형기 Air 공급시 냉각목적의 Air를 높은 온도(42℃)를 그대로 사용하고

과다한 Purge Air와 高 단가인 低 노점(-40℃) Air를 사용함.

· 높은 온도 Air, 단일 Line 공급((그림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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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성형기 Air 공급도

성형기

Air

(3) 추진 내용

가. 현상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그림 8-2) 현상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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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냉각 Air 온도 고온(42℃) Air Purge로 성형 물 냉각

노즐 분사 압력 6.8kg/㎠ 분사 압력에 의한 냉각

냉각 시간 피 냉각물의 조건에 따라 냉각시간 조정사용

나. 개선 방안

○ 개선 목표 : Purge Air 10% 절감 : 2,100 Nm3/hr → 1,800 Nm3/hr

<표 8-2> 주요 개선 목표 항목

개선 항목 규격 내용

냉각 Air 온도 42℃ ↓ 사용 장소에서 냉각 Air로 변환 공급

노즐 분사 압력 6.8kg/㎠ 수동에서 자동 조절 밸브로 교체

냉각 시간
제품의 모델에 따라 공급조건을 달리해야 하므로
제조 부서에서 모델별 최적의 조건을 찾도록 함

○ 냉각 Air 온도와 노즐 분사 압력에 대한 최적화 실험

- Purge량 = 673.944 + 온도 x 12.537 + 압력 x 183.444 - 1.12963 x

온도 x 압력

(그림 8-3) 최적화 실험 결과

온도 압력
42.0                   6.0

[15.077] [5.0928}
15.0                   5.0

퍼 지 량
Targ :1800.0

Y=1800.0
D=1.0000

Opt ima l
D                HI

1.000 Cur
Lo

온도 압력
42.0                   6.0

[15.077] [5.0928}
15.0                   5.0

퍼 지 량
Targ :1800.0

Y=1800.0
D=1.0000

Opt ima l
D                HI

1.000 Cur
Lo

출력 값을 만족하는 수준

퍼지량 1800 만족하는
온도 15℃,  압력 5 Kg/㎠
으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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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결과

○ 성형기 Air 공급 방법 개선에 따른 유형효과 금액은 5.4억원에 달함.

<표 8-3> 개선 효과

구분 효과 생산능력향상 품질불량감소 설비 미가동 투자비용

유형효과
(백만원)

541 69 391 162 82

- 성형기 6기 Tack 시간 단축 7.9% , Air 퍼지량 21.5% 감소

- 성형기 6기 Tack 시간 단축 : 291초 → 268초 7.9% 감소
- Air 퍼지량 : 14,460㎡/hr → 11,351㎡/hr로 21.5% 감소

(全 사업장 공급의 13.7% 감소)

무형효과

- 생산라인 증설 시 원활한 Utility 공급 및 예비 설비 확보

- 기존 450HP Compressor Stand-by 효과
(450HP 유지보수 비용절감 : 4백만원/년)

- Air Compressor Main 설비 투자시기 연장

(그림 8-4) 개선 전후 Air 공급도

개선 前 개선 後

성형기
공 압 및
Purge용

공

압

용

•42 ℃,  6.8 Kg/㎠

•42 ℃

6.8 Kg/㎠

Air 공급

성형기
공 압 및
Purge용

공

압

용

•42 ℃,  6.8 Kg/㎠

•42 ℃

6.8 Kg/㎠

Air 공급

성 형 기

냉 각 기
공 압 용

Pu rge용

: 자 동 압 력 조 절 기

*  42  ℃ , 6. 8  K g / ㎠

: 밸 브

•1 5  ℃

5 . 0  K g /㎠

공

압

용

Ai r  공 급

성 형 기

냉 각 기
공 압 용

Pu rge용

: 자 동 압 력 조 절 기

*  42  ℃ , 6. 8  K g / ㎠

: 밸 브

•1 5  ℃

5 . 0  K g /㎠

공

압

용

Ai r  공 급

- 높은 온도 Air, 단일 Line 공급 - 공급 Line 분리, 저온 Air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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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공정 냉각수 재활용으로 원수 및 에너지 절감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1) 사례 설명

○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그림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을 기준으

로 용수사용량은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었으나 ABS 압출공정에서

사용된 고온(42℃)의 냉각수중 약 60%가 일반배수로를 통해 일반 하천수

로 배출되고 있었으며 일부만을 소화수, 청소수 등 허드레 물로 재이용하

고 있었음.

-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일반 배수로를 통해 밖으로 버려지고 있는 ABS 압

출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42℃)의 냉각수를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서 공

업용수의 절감은 물론 냉각수가 가진 폐열까지 회수하여 스팀도 절감한

개선사례임.

- 사업장 개요

·생산 품목 : 합성수지(ABS, PS, SAN, EPS, 인조대리석)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평려동 62번지

·종업원수 : 390명

·2002년 에너지 사용량: 70,540TOE(전기 49,000TOE, 연료 21,540TOE)

(그림 9-1) 연도별 하루평균 물 사용량 현황과 문제점

■ 문제점

- 2003년 5월 ABS 40만톤 증설 완료 후

공업용수 대폭 증가 됨.

- 하절기 ABS 압출공정 물 사용량 증가

- 공업용수 공급시설 부족 및 처리비 증가

- 재활용수 일반배수로 배출(LOSS)량 증가

5470

2000

5010

6620

7800

2001 2002 2003예상
(년도별 공업용수 사용량 추이)

년 20%
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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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1987년 제2창업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위해 ABS,

PS, SAN 수지 등 스치렌계 수지부문에 진출하여 세계 5대 Maker 진입을

목표로 계속되는 공장증설과 함께 수지제품 생산량도 약 5배 가까이 증가

하고 있었음.

- 따라서 물 사용량은 매년 계속 증가함으로서 2003년 5월 공장증설 이후

에는 하루 약 6,600톤에서 1만톤까지 증가가 예상됨으로 수자원공사와 계

약된 하루 용수사용량 7,000톤을 초과함은 물론 계약을 갱신해야 함과 동

시에 용수처리시설 부족 등 용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림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S 압출공정에서 사용된 3,200여톤의

양질의 냉각수가 인근하천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그림 9-2) 물 사용량과 ABS 압출공정 냉각수 배출 현황

압 출 공 정 냉 각 수

( 5 , 3 0 0 톤 /일 )

A B S  B U M P P I N G
P O N D

( 3 , 2 4 0톤 /일 )

하 천 배 출 (한 화 앞 )
( 3 , 2 4 0톤 /일 )

재 활 용 수 회 수 탱 크
(재 활 용 수 )

( 1 , 3 9 0톤 /일 )

냉 각 수 보 충 수
( 5 0 0 톤 /일 )

소 화 수 공 급 수
( 3 0 0 톤 /일 )

회 수 해 서 공 정
용 수 로 사 용 해

야 지 ! ! !

공 업 용 수
( 9 , 5 6 0 톤 /일 )

기 타 생 산 공 정

( 4 , 2 6 0 톤 /일 )

생 산 공 정 세 정 수
( 5 9 0 톤 /일 )

아 까 운 물 이
하 천 으 로

버 려 지 고 있 다 !

○ 공업용수 수급단가는 1톤을 기준으로 2002년 188원에서 2003년 298원으

로 110원이 인상되어 공업용수 추가비용 지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 용수절감 노력과 함께 회수사용 가능한 물을 공정수로 사용해야 하

는 절박한 실정으로 ABS 압출공정 냉각수를 회수하여 재 사용키로 하고

추진키로 함(<표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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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전 사업장 물 사용량과 비용 증가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공업용수

사용량

사용량(톤/일) 5,010 5,470 6,620 9,560

증가율(%) - 9.2 21.0 44.5

공업용수

사용금액

금액(백만원) 285 356 548 907

증가율(%) - 24.9 53.9 65.5

(3) 추진 내용

○ 개선 추진기간

- 계획수립 : 2003년 3월

- 개선추진 : 2003년 4월 10일 ∼ 7월 10일(3 개월간)

- 효과측정 및 검증 : 2003년 7월 18일 ∼ 8월 10일(20일간)

- 개선결과 보고 : 2003년 9월 28일

○ 기존 시스템의 현황 파악 및 분석

- <표 9-2>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업용수와 ABS 압출공정 냉각수의 수질차

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냉각수를 회수 사용하기 위해 회수 및 공

급시설을 검토한 결과 향후 증설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음.

·ABS COMP'D 냉각수를 공정용수로 사용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질분

석을 실시한 결과 공업용수 수질과 유사한 것을 알았음.

- 또한, 냉각수중에 함유된 고형물(Pellet)을 제거하기 위해 Clarifier 전단에

자동여과장치(Mesh Strainer)를 설치키로 하였음.

·여과수(TW) 온도가 8℃ 이상 상승하여 에너지(스팀) 절감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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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공업용수 및 냉각수 수질분석 비교 결과

구분 유량 pH 탁도 전도도 고형물

단위 톤/일 - NTU μs/㎝ ppm

공업용수(주암댐 용수) 9,560 7.1 6.2 65 3.5

ABS 압출공정 냉각수 4,500 7.2 5.5 68 6.5

○ 개선안 수립

- 냉각수 회수설비 구축

·ABS 압출공정 고온(42℃)의 냉각수를 전량 회수하여 공정수(여과수)로

사용하기 위해 ABS 압출 공정에서 공업용수 처리시설까지 약 450m의

회수배관과 회수저장조 및 냉각수 공급펌프를 설치함으로서 인근 하천으

로 배출하는 양질의 냉각수를 전량 회수, 재활용하는 회수시설을 구축하

였음.

○ 1차 개선 : 공업용수 이물질 제거용 자동여과장치 설치

- 하절기 여과수 온도상승(22℃)으로 ABS COMP’D에 원수(20℃)를 사용

- 하절기(7~9월) 장마영향으로 공업용수의 탁도 증가로 인하여 ABS 압출

공정 제품에 영향을 초래하므로 공업용수(원수) 배관에 고형물 제거용 자

동여과장치(Mesh Strainer)를 설치함(<표 9-3> 참조).

<표 9-3> 1차 개선 주요 내용

○ 냉각수 회수 저장시설 : 36㎥ ○ 냉각수 공급배관 설치
- ABS COMP'D 공정에 지하 구축물 - 공급배관 : 6B x 450m

○ 회수배관 : 12인치 2Line ○ 공급펌프 : 120㎥/hr 1기 설치

기존 회수시설 Over Flow 및 배출 ○ 고형물 제거용 Strainer 설치

○ 2차 개선 : 냉각수 회수 및 공급시설 설치

- ABS COMP’D 냉각수 공급 및 회수 Flow

·냉각수 회수 집수조 및 공급펌프 추가 설치((그림 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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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2차 개선 공정도

17 16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LT
9000

기존냉각수회수PIT

LT
9000

신설냉각수회수PIT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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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일)

CW M/UP
소화수
청소수
ABS HTW
(1370/일)

4B4B

12B 12B

UW 2UW 1

○ 3차 개선 : 냉각수 이물질 제거 및 Flow-Meter 이동 설치

(그림 9-4) 3차 개선 공정도

M

AIC
9000

AE
9000

LICA
9000

LT
9000

LEVEL 60%시

PUMP STOP

6B-UW-AIX

FIQ
9000

FT
9000

TO 원동 CCR

60 MESH STR'

기존회수 LINE

TIE-IN(4B)

FROM GA-9202
10B AIX

FV
9202

FT
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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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처리시설

냉각수 회수 PIT

여과수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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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D 재활용수를

우선사용하고 부족한

만큼만 UW을 사용하기

위해 F/M를 C/V 후단

으로 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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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수 처리시설 전단에 ABS 압출공정 냉각수에 잔존하는 이물질 제거

용 자동여과장치(Mesh Strainer)를 설치함((그림 9-4) 참조).

- 공업용수 유량확인용 Flow Meter를 Control 밸브 후단으로 이동 설치함.

(4) 개선 효과

○ 개선완료 후 ABS 압출공정 냉각수를 하루 3,240톤을 추가로 회수하여 공

정용수로 사용하였으며, 여과수 및 순수 온도가 10℃ 상승하여 스팀 사용

량이 하루 24톤 절감되었음(<표 9-4> 참조).

<표 9-4> 개선 전후 효과 분석

항목
개선전
(톤/일)

개선후
(톤/일)

절감량
(톤/일)

절감금액
(백만원/년)

비고

재활용수 회수 1,393 4,634 3,241 347.0 298원/톤

초과요금 절감 123.4 0.0 2,324 123.4 계약량 7,000톤/일

하수도세 절감 55.8 36.7 3,241 18.7 톤당 16원

스팀 절감량 - - 24 216.0 25천원/톤

합계 - - - 705.1

○ 개선결과 정리

- 본 개선을 통해 매년 7억원 이상 공업용수 및 스팀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본 프로젝트 수행으로 공업용수를 3,241톤/일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공급계약량 7,000톤/일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 할증사용료 부담 해소함.

- 순수 공급온도를 10℃ 이상 상승시켜 스팀사용량 24톤/일을 절감함.

- ABS COMP’D Water Bath 냉각수 회수에 의한 제품 생산 및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향후 순수 전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순수 온도를 추가로 8℃ 상승시켜 연

간 약 2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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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녹색화

"無공해, 無재해, 無질병의 3無 사업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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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시그마를 적용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1. 6시그마를 이용한 공사안전관리로 재해율 제로화 실현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12. 고농도 유기폐수 자원화로 처리비용 및 환경부하 저감

(삼성정밀화학 울산사업장)

13. 작지만 우수한 통합 방재센터 구축 운영

(삼성코닝정밀유리 구미사업장)

14. 초고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표준화 정립

(삼성물산 건설부문 타워팰리스 3차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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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시그마를 적용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PAVV, DVD Player 등의 디

지털 미디어 제품과 HAUZEN 등 디지털 가전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공정

및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 부분이 위치해 있음.

○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등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

으로 집단 발병하여 산업재해 요양을 받는 등 경영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사업주 의무화를 입법하여 근원적인 발병

예방 및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활, 복귀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기업체에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작업환경 개선의

방향 수립 및 그 시행에 지식 부족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의 효과를 재무효과로 나타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기업경영의 핵심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6 시

그마 기법을 적용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개선 활동을

통하여, 체계적인 문제점 파악, 개선 시행, 관리표준 수립 등을 시행함.

○ 본 개선 활동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자 만족도 향상,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고, 그 효과를 수치화 하여 개선활동의 재무효과를 산출해

내었으며, 각 GBM(6개 사업부)별 개선 사례 및 효과를 공유함으로써 상

호 벤치마킹을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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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가.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급격한 증가

○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신체부담작업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약 10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전체 직업병 발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60 %

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발생 건수나 전체 산업재해 중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으나, 1999년 이후 매년 약 300% 정도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03년 7월 1일)을 통하여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의무화함.

○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타업종과 비교하여 작업자의 신체부담이 작아 보

이기는 하나, 제품의 대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량생산 및

자동화에 따른 작업자의 단순반복작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근골격계질

환 발생의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작업자 불편함 해결은 생산성 향상

○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 경제적 경향에 따라 작업자들도 자신의 건

강증진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증가

를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작업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구축해

야 하는 필요성이 강화됨.

○ 작업자의 만족도 향상이 바로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되므로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직업병 예방 뿐만이 아닌 근로자들의 만족도 증대를 통한 생산

성 향상 및 밝고 건강한 사업장 구현을 위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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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작업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작업 전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작업자가 최고 79%까지 나타나, 실질적인 근골격계질

환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으며, 작업 만족도 측면에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추진 목적

○ 작업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작업의 불편함과 잠재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작업자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추구함과 동

시에, 발굴된 모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Database화하여 기록관리하고

향후 변경요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 개선의 대상 선정, 개선 방향 설정, 개선 효과 확인 등 개선효과의 정량화

를 위하여 각 사업부별로 기업경영 성과측정의 척도인 6시그마 기법을 활

용하여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함.

(4) 추진 내용

○ 2000년, 외부 전문기관에서 전사 인간공학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인간공학 표준」 및 「인간공학적 작업장 인증

프로그램(4개 분야 50개 판단기준으로 구성)」을 도입하여, 생산라인별 작

업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수치화해 사업장의 인간공학 수준을 분석,

평가하고 인증을 수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음.

○ 인간공학개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부별로 1개 Sample Line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스탭, 관리감독자, 설비 담당자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함.

○ 작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의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Task Force Team에서는 개선대상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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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향 설정 및 각 문제점별 세부 개선 대안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함.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

나, 팔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신체의

이동 범위를 축소시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작업으로 변경하고, 팔 등을 지지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편의

설비를 추가하여 주었음.

○ 허리를 비틀거나 목이 꺾여진 상태로 작업을 하는 작업의 작업자에 대하

여는 작업자세를 바르게 교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거나, 설비변경을 통하여 편안한 작업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

○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 요통

발생을 감소시켜주기 위하여, 자동화설비 또는 보조설비를 사용하여 인력

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함.

○ 각 개별 개선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업자 만족도 향상 정도 및 생산성 향

상 효과를 6시그마 기법으로 분석하여 회사 내 6시그마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음.

(5) 추진 결과

○ 중량물 취급방법 개선, 컨베이어 높이 변경 및 유연성 확보, 입식용의자

개발, 작업자 행동반경 축소, 높이조절대차 적용, 공구개선 및 휴게시간 탄

력적 운영 등의 개선 활동을 통하여 사원들의 불만요소를 제거하고 피로

도 감소의 효과를 얻어, 개선전 작업자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가 각

GBM별 63~79%로 나타났으나 개선 후 8~30%로 감소하였음((그림 10-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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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작업자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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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의 근원적인 대안인자를 찾아 개선하는 과정

에서 공정통합을 통한 작업 감소, 체인을 사용하지 않은 저소음 Conveyor

도입, Conveyor의 경사각도조절 및 유연성확보, 물류동선 단축 등을 통하

여 Tact Time은 최고 4.5초로 감소하였고 Cycle Time은 19.4초까지 감

소하는 효과를 얻어 생산성 향상에서 각 GBM별 최저 0.47억원에서 최고

14.3억원까지의 재무효과를 얻음.

○ 현재 각 사업부 단위의 Sample Line 적용결과를 전 생산라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사업장의 동종 공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개선 추진을 통하여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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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시그마를 이용한 공사안전관리로 재해율 제로화 실현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코닝 수원사업장은 텔레비전 및 컴퓨터용 브라운관 전, 후면 유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용해로 4기를 운전하고 있음.

○ 용해로는 5~6년 주기로 냉간보수(Cold Repair: 용해로 전면 개·보수) 작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냉간보수 시마다 평균 4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제조현장 공사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재해율 제로화를 실현함.

○ 냉간 보수(Cold Repair)란?

- 당사의 제품인 유리 Bulb를 생산함에 있어 주원료인 모래를 용융시키는

용해로가 그 수명을 다하면 불을 끄고, 상온으로 냉각시켜 내화물 전체를

교체함과 동시에 後공정설비를 전면 개·보수하는 작업((그림 11-1) 참조)

- 공사 개요

·공사기간 : 2003년 3월 ~ 2003년 5월(55일간)

·투자금액 : 277억원

·인원 : 23,000명(일평균 418명)

(그림 11-1) 냉간 보수 전후의 용해로 내부 비교

※ 면 적 : 8M × 24M × 3M (Holding Capacity : 610 Ton)

용해로 내부 : Crowm시공 前 용해로 내부 : Crowm시공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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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 제조공장은 대부분 소규모 단위 공사로 제조업 위주의 안전관리를 적용하

고 있으며 냉간 보수(Cold Repair) 시는 일반 공사안전관리 기준을 적용

하고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 위험작업 및 업의 특성(축로 Demolish, Rebuild)에 맞는 안전관리 미흡

○ 특히 2002년 5월 21일 삼성코닝 구미사업장 KO8 용해로 보수공사 중 용

해로 Crown 붕괴로 공사업체 인부(축조공) 25명 추락 사고 발생

- 사고상황이 공중파(KBS) 방송의 뉴스속보로 보도됨.

(3) 추진 방향

(그림 11-2) 냉간보수 無災害 추진 계획도

건설공사안전
기준 체험교육

공정별 안전책임
제,작업자실명제

표준 안전시설,
장비 확인검증

안전을 중시하는
시공문화조성

추추

진진

대대

책책

○공정별 책임안전관리제
시행(용해, 성형, 연마,
부대시설)

○공사작업자 실명 관리
(안전모 NUMBERING)

○Time Schedule별
위험분석, 책임제 시행

○안전수칙위반작업자,
업체3진 아웃제시행

○용해로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안전성전문가 검증

○가설기자재검정품 확인

○임시고정형호이스트
완성검사 실시

○입문시공사장비안전
허가제시행(전기용접기
/전동공구/고압용기)

○작업전안전 확인제,

작업후종료 신고제

○위험작업 사전안전성
평가 제도(PPA) 운영

○안전 우수/부진사례
식당게시

○사전안정성 평가 표준
재정비(사외 제작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현장소장.안전담당자)

○업체대표, 공사관련
부서장, 감독자교육

○고소/화기/전기위험
작업자 건설체험교육

○일일출입자 안전교육
포켓용 안전기준 지급

『先안전확인後작업시행』
○효율과Timing중심의예방안전활동전개로작업LOSS 제거

『先안전확인後작업시행』
○효율과Timing중심의예방안전활동전개로작업LOSS 제거방침방침

냉간보수완전 무재해달성냉간보수냉간보수 완전완전 무재해무재해 달성달성목표목표

전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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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내용

○ 공사안전관리 프로세스 정립

(그림 11-3) 냉간보수 무재해 추진 내용

[ 설비보전G ]

□ 산재보험 가입

□ 공사안전시공 계획서

□ 작업 허가/안전감독

□ 검정보호구 확인점검

□ 작업자 복장확인

[녹색경영G]

□ 안전교육&실명출입증

□ 작업자 고유번호 발급

□ 안전(대표,작업자)서약서

□ 안전기준 수첩 배포

□ 표준안전복장착용

□ 공사인력 추적관리

장비/가설물 확인

[설비보전G]

□ 가설구조물/기자재 반입 허가

□ 위험설비(크레인 등)사전허가

□ 전기기계기구(용접기,공구)허가

□ 고소/축로/화기작업 안전장치

□ 공사전 감독자 확인

□ 안전방호시설(난간,작업

발판, 덮개,안전대 걸이

줄)설치

□ 화기작업허가 & TBM

□ 3대재해위험(추락/

감전/협착)실명제

□ 불티감시자 배치

□ 안전방호시설 정상

가동/유지, 사용

□ 휴대폰 사용금지

작업 시작전 점심/휴식작 업 중

□ 공사업체 소장/작업자 실명 출입증 & 번호표, 안전모 고유번호 발급/부착, 24시간 추적관리

□ 공사업체 작업자 안전교육 후 꼭 지켜야 할 당사 안전기준 수첩『이것만은 지킵시다』배포

공사업체 관리 입문교육/출입

□ 표준안전복장 준수

□ 식사시간 준수

□ 흡연장소외 금연

□ 작업장소외

출입금지

□ 작업장내 취침금지

작업 종료시
□ 감독자 안전확인

후 작업종료

□ 정리정돈, 불티

확인

□ 안전장치 복원

○ 목형, 구조물 감리업무 제도화, 3대 위험작업(고소, 화기, 전기) 특별 관리

○ 작업전 안전확인 프로세스 구축과 공사, 관리감독자 체험식 전문교육 실시

○ 중량물 운반, 개구부 관리체계 확립, 공사안전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

○ 대표자, 소장 사전안전교육, 포켓용 안전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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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24시간 밀착 안전관리 및 3진 아웃제, 작업종료 신고제 시행

○ 설비 가동전 정밀안전 점검 및 폐기물 발생 즉시 처리

(5) 추진 결과

<표 11-1> 냉간보수 무재해 추진결과

구 분 활동전 활동후

경미 재해 3건/회 0건

산업 재해 1건/회 0건

○ 6시그마 기법 적용으로 위험요인 프로세스별 분석, 설계, 시공, 시운전, 정

상운전 전과정을 안전우선 공사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30년 축로 냉

간보수 최초 無災害 달성(<표 11-1> 참조)

○ 제조현장 공사안전관리 표준 정립

- 공사안전관리기준, 고소작업 안전기준, 개구부 작업 안전기준, 환경안전

상벌 규칙 제·개정 등

○ 냉간보수 시 몇 건의 재해발생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 타파

(6) 향후 계획

○ 해외사업장 축로 냉간보수 시, 신규 프로젝트(PDP, BLU), 소규모 단위공

사(합리화 공사, 정전작업 등), 제조현장 일반공사 등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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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농도 유기폐수 자원화로 처리비용 및 환경부하 저감

(삼성정밀화학 울산사업장)

(1) 사례 설명

○ 정밀화학 제품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부산물과 고농도 고농도 유기폐수가

발생되며 이들 폐수는 생물학적폐수처리 공정에서 처리되고 있었음.

- 고농도 유기폐수의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처리 공정과 대규모 폐수처

리장이 필요하며, 미생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질소와 인을 영양제를 공

급함.

- 많은 산업폐수처리장은 BOD(Biological Oxygen Demand) 제거를 목적으

로 운전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질소영양제로는 요소비료를 투입하

고, 인의 보충을 위해서는 인산을 사용하고 있음.

○ 반면, 국내 대부분의 하·폐수처리장은 BOD원이 부족한 貧負荷 상태로 유

지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질소·인 성분이 높아 고도처리가 필

요함.

- 질소, 인의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에 필요한 BOD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고도처리 공정에서는 메탄올을 추

가적으로 투입함.

○ 하·폐수처리장의 고도처리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메탄올을 산업체의 고농

도 유기폐수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폐수처리장 및 하·폐수처리장의 운전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폐수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

며, 상호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음.

- 삼성정밀화학은 울산시와 공동으로 온산 하수처리장의 운영 실태 및 유입

폐수의 특성연구를 통하여, 하수의 고도처리에 필요한 대체탄소원으로 산

업체의 고농도 유기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하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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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의 안정적 운전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으며, 산업체 또한 자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향후 폐수처리장의 확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

였음.

(2) 추진 배경

○ 질소 규제와 하·폐수의 고도처리 필요!

- 하수처리장에서 BOD나 질소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천수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화되면서 용존산소를 고갈시킬 수가 있음.

- 하지만 질소와 인의 경우는 조류를 다량 생산시키며, 이 또한 용존산소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기존의 처리공정의 대부분이 BOD와 SS(Suspended Solid)의 제거였는데

질소와 인을 제거시키지 않고 수계로 방류된다면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현

상을 일으켜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국내 대부분의 하천 및 호소는 부영양화 상태이며, 만성적인 녹조 현상과

연안의 적조 현상으로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음.

- 녹조 및 적조의 원인이 질소·인의 제거가 시급한 실정이며, 2003년부터

질소 규제를 전국의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규제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에 필요한 적정한 BOD원이

확보되지 않아 고도처리 공정의 운전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운전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실정임.

○ 고농도 유기폐수의 자원화

- 삼성정밀화학에서는 의약 및 산업용 첨가제 생산과정에서 고농도 유기폐

수가 발생되며, 사업 확장에 따라 고농도 유기폐수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었음.

- 고농도 유기폐수의 처리를 위해서는 다단계 전처리 공정과 처리장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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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었으며,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

○ 폐수에 함유된 성분이 알코올류로 미생물이 쉽게 분해 가능하며, 질소의

제거에 필요한 메탄올을 대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질소제거용 탄소원으로 공급하는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음.

(3) 추진 내용

가. 유기폐수 자원화 기술의 개발

○ 유기폐수의 자원으로써의 가치 판정 기술개발

- 유기성 폐수를 고도처리공정의 탈질 과정에서 요구되는 대체탄소원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자원화 가능한 유기폐수를

선별할 수 있으며, 폐자원 처리비용 저감 및 폐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연환

경보전을 이룰 수 있음.

○ 유기폐수의 자원가치 평가 및 판정 절차 개발

- 이상의 절차에 의해 메탄올을 대체할 수 있는 질소제거를 위해 유기폐수

의 자원으로써의 평가를 통해 적용 가능한 하·폐수처리장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

나. 추진 사례

○ 삼성정밀화학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유기폐수 2종을 선택 평가 결과 메탄

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그림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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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廢자원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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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DCOD 농도

○ 삼성정밀화학 고농도 유기폐수의 메탄올 대체 효과 분석

- 유기폐수 성상을 분석한 결과 메탄올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표 12-1> 참조).

<표 12-1> 삼성정밀화학 유기폐수의 성상

구분
발생량

(톤/일)

BOD

(mg/ℓ)

메탄올 대체량

(톤/일) (톤/년) (백만원/년)

유기폐수 1 360 40,000 13.2 4,488 1,277

유기폐수 2 25 130,000 3 1,020 291

합계 385 16.2 5,508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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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를 저농도 알코올 부산물로 등록

-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수의 정제 및 부산물로 등록 변경함.

○ 울산시 온산 하수처리장의 貧負荷 해소 및 고도처리용 대체탄소원으로

삼성정밀화학 유기 폐수를 150톤/일 적용하여 안정적 운전 중임.

(4) 추진 결과

○ 유기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2종의 산업폐수를 온산 하수처리장 외 4개 처

리장에 적용하였으며 메탄올 대체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 貧負荷 상태의 온산하수처리장은 유기폐수를 재활용함으로써 미생물의 안

정적인 관리와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고도처리 운전에 필

요한 탄소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9억원/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삼성정밀화학은 유기폐수의 탄소원으로 공급함으로써 폐수로 처리할 경우

대비 년간 4억원/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환경부하를 대폭 저감

시킴으로써 녹색경영의 기반을 만들었음.

○ 삼성정밀화학은 현재 40%정도의 자원화 비율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이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타지역 및 사업장의 유기폐수의 자원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삼성지구환경연구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84

13. 작지만 우수한 통합 방재센터 구축 운영

(삼성코닝정밀유리 구미사업장)

(1) 사례 설명

○ 1995년 설립되어 LCD기판용 유리를 제조, 판매하는 삼성코닝정밀유리 구

미사업장의 無災害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안전시스템으로써 자

동화재탐지설비는 물론 가스, 동시통보, 기상관측, TMS(Tele-Monitoring

System) 설비의 장소통합과 기능통합으로 방재요원의 업무효율화와 신속

한 대응태세를 갖추고자 통합 방재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음.

(2) 추진 배경

○ 방재센터에 非전문가(보안-에스텍 요원) 상주로 비상사태 시 대응 미흡

○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동작시 신속한 복구 및 정비 불가로 생산피해 우려

○ 잦은 오동작 발생으로 인한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및 설비 수명 단축, 근

무환경(경보음 발생) 개선

○ 야간, 휴일에 오동작 및 화재 발생시 조기대응 미흡(비상연락 지연)

○ 기능통합 및 방재전문가에 의한 설비관리 필요로 작지만 완벽한 방재센타

를 구축하게 됨.

(3) 추진 내용

가. 통합 방재시스템 구성

① 모니터링 시스템

- 화재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 가스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 2004년 환경감시 모니터링 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 TM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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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상감시 시스템

- CCTV 시스템

- 50" DLP

- DVR 시스템(녹화기능)

③ 상황대처 시스템

- 동시경보 시스템

- 휴대폰 단문 메시지 시스템(SMS)

- 비상방송 시스템

④ 제어/기타 시스템

- 기상관측 시스템

- 소화펌프 제어 시스템

- 無정전 전원 설비

나. 주요 설비 기능설명

① 통합 방재시스템 (FMS5000)

- 화재 발생 지역을 자동으로 알려 줌.

- 타 사업장 및 관련자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니터링 가능

- 감지기 작동 시 해당지역 CCTV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제어할 수도

있음

- 그래픽 화면 자유롭게 추가 및 수정 가능

- 100개의 그래픽 화면으로 표시 가능

- 화재 경보를 음성으로 메시지 전달

- 알람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출력함

② 가스 감시 시스템

- 가스 누설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

- 경보알람이 가능하며 가스 차단기, 경광등, 배기 Fan의 연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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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CTV 감시 시스템

- 24개 모니터에 표시 가능

- 대형화면(50”)의 모니터링이 가능

- CCTV 입력 128개 제어/32개 출력 가능

- DVR 시스템으로 자동녹화/재생이 가능

- 24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함.

- 4 분할, 순차 영상 전환이 가능함(70개 全 카메라 표시 가능).

- 방재센터와 현장에서 모두 제어가 가능함.

④ DVR 시스템

- 하드웨어 Mpeg-4 방식 지원

- 16개 CCTV 영상 동시 저장 가능

- 설정모드에 따라 영상저장 가능

- 원격지에서 LAN으로 접속, CCTV 영상을 디스플레이 가능(천안사업장 모

니터링 가능)

- 통합 방재시스템과 연동 가능

⑤ 비상방송 시스템

- 화재 수신기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시 대피 방송 가능

- 근무자가 화재상황 및 대피방송을 수동으로 할 수 있음.

⑥ 동시경보 시스템

-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 사전 등록

-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 발령(동시에 16명 전송 가능)

- 전체 또는 대상자 선정 통보 가능

- 통보 후 통보결과 확인 기능

- 비밀번호 관리 기능

⑦ 휴대폰 단문 메시지 기능

- 화재발생 상황을 관련자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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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펌프 제어 시스템

- 소방펌프의 작동여부 표시 및 ON/OFF 기능

- 비상전원의 확인 표시 및 ON/OFF 기능

- 소화용수 탱크의 저수위 경보기능

- 기타 소화용수 배관의 압력 표시등

⑨ 無정전 전원 장치(UPS)

- 사업장 내 정전 시 방재설비 전원 공급

- 5㎾ 2기를 각각 분리하여 시스템 안전성 확보

- 1기는 CCTV 및 모니터 전용

- 1기는 소방시설, 제어용 PC 사용

⑩ 기상관측 설비

- 건물 옥상에 기상관측설비 설치

- 풍향, 풍속, 온도, 이슬점, 실제기압 자외선지수 계측 가능

- 옥상에 설치된 센서와 무선 송수신

(4) 추진 결과

<표 13-1> 방재센터 구축 전후 비교

구분 구축 전 구축 후 비고

화재감시 기능 △ ○ 전문인력 전담 감시

가스누설 감지 기능 △ ○ 복수 감시(감시 강화)

CCTV 감시 기능 △ ○

동시경보 기능 Ⅹ ○

비상방송 기능 ○ ○

환경 감시 기능 △ ○ pH 센서, TMS 설치

기상관측 기능 Ⅹ ○ 풍수해 사전 대비

통합 기능 Ⅹ ○ 장소 및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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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초고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표준화 정립

(삼성물산 건설부문 타워팰리스 3차현장)

(1) 사례 설명

○ 최근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신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은 지하 6층 지상 69층의 타워팰리스 3차 현장으

로, 그 높이는 263m에 이르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주거전

용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最高)를 자랑하고 있음.

○ 건설현장의 대형화줄 기계화에 따라 건설재해도 날로 증가하는데, 최근 3년

간 건설재해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해율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참조).

○ 초고층 건설현장은 타 건설현장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

높으며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비하여 초기 계획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

계 및 시공계획과 차별화된 안전관리 기법이 요구되고 있음.

(2) 추진 배경

○ 초고층 건설 현장의 특징은 대형화 작업에 따른 부지 내 공간확보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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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야적 장소가 협소하며 상하동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대부분

도심지에 있다 보니 교통량 및 작업인원의 증가에 따른 대책수립이 어렵

고 주변의 민원에 따라 무리한 공사진행이 되기도 함.

○ 공사 중 사고, 특히 구조사고와 화재사고 등은 그 피해정도가 막대하여 단

일 현장의 사고로 그치지 않고 소속회사의 존망이나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초고층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장의 안전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전체의 분위기 및 안전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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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현장의 안전관리 목표는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全工期 無災害를 달성하여 초고층 건물 안전관

리의 표준화를 정립함에 있음(<그림 2> 참조).

(3) 추진 내용

가. 설계단계의 안전관리 기법

○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및 안전성능을 감안한 설

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단계에서 대략의 시공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

에 Fast Tract으로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도면의 검토와 더불어 시공조직,

안전 조직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

○ 타워팰리스 3차 현장은 설계당시부터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

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었음.

- Out Rigger & Belt Truss의 시공을 고려한 설계변경

- Out Rigger층의 Curtain Wall 설치 방법을 위한 설계변경

- 콘크리트 강도 변경을 통한 부재의 최소화

- 철골설치를 위한 발코니 보의 변경 및 반영

- Core 선행공법을 위한 Form System의 사전결정 및 설계 반영

- 1층의 자재 야적공간 확보를 위한 Slab의 구조변경

- Curtain Wall 및 철골공사의 Up-Up공사 반영

- Elevator의 False Car System을 위한 설계 반영

나. 시공계획단계의 안전관리 기법

○ 거푸집 시스템의 선정: Automatic Climbing System Form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ang Form은 양중 작업 시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ACS Form을 사용하면 양중 작업이 안전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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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으며 작업효율이 30%정도 증대되며 작업인력이 적게 투입되므

로 인력에 의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음.

○ 철골시공법의 개발줄 적용: S-N 공법

Orange Wing, Blue Wing, Green Wing 등 각 Wing별로 철골의 이음위

치를 달리하여 용접작업을 분산하고, 보와 Deck Plate는 절 단위가 아닌

층 단위로 완료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으로 이웃한 Wing으로 연속작업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유사시 빠른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게 됨.

다. 골조공사단계의 안전관리 기법

○ 골조공사단계에서는 작업의 대부분이 고소작업이기 때문에 추락줄 낙하에

대비한 공정관리 원칙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그 원칙은 외기에 노출되는

공정이 12개 층 이내가 되도록 전체적인 공정관리를 하는 것임.

○ 또한 고소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각종 조립작업을 시행 후

고소부위에서는 이음작업(연결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철근선 조립 공법: 지상에서 철근, Assembly를 먼저 조립하고 여기에 각

종 Embeded Plate 등을 부착한 후 크레인 등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공

법

○ 발코니 철골보의 Unit화: 발코니 철골부재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상

에서 조립한 후 Tower Crane으로 양중하여 고소부위에서는 볼트체결만

시행하였음.

○ Curtain Wall Super Block: 높이 3.2m의 Curtain Wall Unit을 높이 9.6

m의 대형 Unit로 조립 후 Sub Crane과 Tower Crane을 이용하여 양중,

현장에서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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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감공사단계의 안전관리 기법

○ 마감공사단계에서는 전기감전사고와 화재에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안전관

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전기기계 및 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였

으며, 용접기에는 전격방지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

음.

○ 특히 화재사고는 대형사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설소화전 설비를 완비

하여 운용하였으며,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화재진압훈련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직원들의 화재의식 고취와 초기 진압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방학교에 입교, 훈련을 실시하였음.

마. 3차현장의 제도적 장치

○ 안전반성회 및 안전칭찬회: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양호 및 불량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회의를 매월 실시하여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한번 더 일깨우고

불안전요소의 재발방지와 안전작업을 유도하고 있음.

○ 인사하기 캠페인: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모든 직원과 협력사 소장단이 먼

저 나와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인사하는 행사로 월별 위험포인트가 기재된

행운권 및 음료수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밝은 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안전관리: 현장 홈페이지를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창

구로 활용하고 있음.

○ 출입관리 시스템: 근로자에게 출입증을 지급하고 출줄 퇴근시 체크하도록

하여 전산상으로 출력현황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신규채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지급하므로 신규자 관리가 용이하며, 출력현황이 자동으

로 입력되어 무재해시간 관리 및 협력사 노무관리가 용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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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점검단: 협력회사 소장 4명 1개조로 편성하여 1주에 3일씩 현장

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협력회사의 자율

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타율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거부

감을 최소화하여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음.

○ 여성안전감시단: 안전감시 업무를 용역을 통하여 외주 관리토록 하고 여성

을 참여시킴으로써 안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

고 있음.

(4) 추진 결과

○ 초고층 건축물 건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장의 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의 시작을 따뜻한 인간미와 서로에 대한 관심, 상호인격을 존

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였고, 특히 국내 최고(最高)의 건축물을 건설한다

는 자부심을 고취시켜 안전에서도 최고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함으로

써 안전관리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었음.

○ 타워팰리스 3차현장은 현장소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설계단계에서부

터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었고, 시공계획단계를 거쳐 마감단계

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공이 이루어졌음.

○ 타워팰리스 3차현장은 안전중심, 인간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분위기

를 조성하여 근로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였고, 자율적으

로 안전을 관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그 결과 무재해 600만 인시를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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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녹색화

"그린파트너쉽(Green Partnership)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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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ㆍ 학ㆍ 관 및 민간단체 공동으로 원천천

생태 복원화 추진(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6. 고객, 사원들과 함께 하는 HSE 관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7. 폐수처리수 방류수를 활용한 연못 및 Nature

Park 조성(삼성아토피나 서산사업장)

18.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법 적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산신항개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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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ㆍ 학ㆍ 관 및 민간단체 공동으로 원천천 생태 복원화

추진(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노트북, DVD, 디지털 TV, 에어컨 등 백색가전과

멀티미디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지역사회 녹색화를 위한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음.

○ 1사 1하천으로 지정된 원천천은 상류에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가 조

성되어 있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를 경유하여 대황교동에서 황구지천과

합쳐지는 연장 9km의 준용하천으로 안성천의 제3지류로 '머내', '원천',

'원천천' 등으로도 불리며 이러한 이름들은 하천이 멀리 아산만까지 흘러

바다에 합류된다고 하여 '먼 하천'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임.

○ 원천천의 정화활동은 1997년 원천천 수질보호 봉사단이 발족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삼성전자 단지 4개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코닝)의 임직원 100여명이 원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봉사단을

구성하면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이 시작됨.

(2) 추진 배경

○ 환경문제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는 하천오염으로 원천천은 삼성전자 단지와

주변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지역주민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원천천 수질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해 왔음에도 생활

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량이 증가하고 원천천 상류에서 버려지는 산업 및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원천천 수질오염은 날로 증가되고 있었음.

삼성지구환경연구소

Ⅱ.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



96

○ 진정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학계, 관공서,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였고 원천천을 환경친화적 하천, 자연형 하천으로 조

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됨.

(3) 추진 내용

가. 원천천 수질개선 연구 용역사업 추진

○ 1995년 9월 원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수원환경운

동센터 녹색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천천 수질 개선 1차 연구사업을 시

작함.

○ 1차 연구에서는 원천천 주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사하고 지역별 오

염도 및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조사함.

○ 1996년 12월에 실시한 2차 연구에서는 원천천의 자연생태계를 파악하고

원천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주변의 수질오염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가고 배출 오염물질이 원천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함.

○ 2003년까지 3차에 걸쳐 원천천 수질개선 연구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연구

결과는 수원시에서 원천천을 자연형 하천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함.

나. 원천천 시민 네트워크 구성

○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함께 원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2002년 10월에 원천

천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수원시, 수원환경운동센터, 삼성전

자 단지 4개사, 원천천 인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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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원천천을 사랑하고 가꾸는 정화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함.

○ 발대식 이후 원천천 수질개선 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고 수원시에서

는 원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차집관을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은 원천천 물사랑 시민모임을 자발적

으로 구성하여 원천천 물사랑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원천천을 상시 감시하

는 한편 원천천 수질 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함.

다. 원천천 맑은 물 공급공사 추진

○ 2003년 5월 수원시와 공동으로 총 공사비 3억원(삼성전자 1억원)을 투자

하여 삼성전자에서 처리한 오수처리수를 원천천 상류(1.8km)지역인 원천

교 부근까지 이송하는 공사를 준공하여 하천수질 2급수에 해당되는 깨끗

한 물을 하루 3천톤 가량 방류함.

○ 원천천 맑은 물 공급공사 준공으로 갈수기에 원천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고

일정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자연 생태계 파괴 및 유량감소로 인한

주변 악취 발생문제를 해결함.

라. 지역사회 녹색화 활동

○ 원천천 인근에 위치한 중소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량 및 오염물질 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방지설비 운영관리 요령 및 방

법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함.

○ 단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원천천 수질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

고 수질오염도를 매월 측정, 분석하여 외부 오염원 유입 및 수질오염도 관

리를 실시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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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5월 오수처리수를 이용하여 자연형 수로 및 연못을 만들고 연못

주변에 부들, 창포, 큰고랭이 등 9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환경친화적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함.

(4) 추진 결과

가. 원천천 생태 변화

○ 삼성전자 단지 주변 수심이 깊은 곳에는 다수의 어류(미꾸라지, 붕어)가

물 속에서 숨쉬고 있음.

- 일정유량이 유지되면서 원천천 주변에는 다종의 수변식물이 서식하고 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 원천천 주변을 왜가리과에 속하는 철새들이 안식처로 이용하고 있음.

나. 주변환경 변화

○ 주변 고수부지에 농구장 및 자연 쉼터가 설치되고 원천천을 따라 조깅코

스가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산책로와 지역주민들의 편안하고 친환경적

인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원천천 수질개선 용역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수원시에서 원천천 주변에

연못, 親환경 자연 학습장, 쉼터, 자전거 도로 등 머내생태공원이라는 환경

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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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객, 사원들과 함께 하는 HSE 관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 사례 설명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연간 40여척의 선박과 각종 해양구조물을 제작

하고 있으며 370여척의 선박을 인도하였고 현재 138여척의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음. 또한 ISO 9001 (품질경영), ISO14001 (환경경영),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 등 3대 국제규격을 공인받은 세계 첫 번째 조선소

로서 HSE(보건·안전·환경)에 대한 노력 없이는 세계 일류기업이 될 수 없

다는 인식아래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세계 주요 Oil Major 회사들로부터 각종 선박과 해양구조물을 수주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의 HSE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나아가서는

수주 및 영업단계에서 필수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적인 HSE 수준을

정립하고자 고객과 함께 하는 HSE Alliance 회의를 매월 1회 실시하여

각종 선진국들의 관리기법 및 기술들을 당사 현실에 맞게 도입함.

(2) 추진 배경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경우 주요 고객들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인 관계로 HSE에 대한 관심 및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영업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선주사 HSE 담당자를 직접 파견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함.

○ 선주사 HSE 담당자들의 오랜 경험 및 기술들을 당사 실정에 맞게끔 도입

하고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공유를 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無재해, 無질병, 無공해 사업장을 구현하도록 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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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E Alliance 미팅을 통해 고객의 관심 및 요구사항을 작업장에 전달하

고 같이 개선해 나감은 물론 HSE에 대한 부가가치를 영업단계에서부터

보여 줌으로 인해 근로자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추진 내용

○ 2002년 9월 첫 미팅을 시작하여 2003년 11월 29일까지 총 14회 실시하

였음.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경영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회의 시 최소 1명 이상의 경영진과 각 생산부문의 생산부서장을 참

석시켜 변화하는 영업환경 및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직접 전달되도록 함.

- 선주사: 약 15개 선주사의 HSE 담당자 및 선주측 책임자 등 약 20여명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경영진, 각 생산부문 부서장, HSE 대선주팀

○ 당사의 HSE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는 회의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개

선을 해 나가야 되는 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명문화 하여 자체 Alliance 홈페이지에 게시

○ 주요 선주사에서 개최하는 HSE Conference 및 Workshop에 참석하여

당사의 HSE에 대한 개선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은 물론 Alliance에서

도입된 각종 선진관리기법 및 기술들을 작업장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나타남에 따라 주요 선주사들의 감사 및 격려를 받음.

- 2002년 9월: HSE Alliance 실시(약 15개 선주사 및 선급사 참여)

- 2003년 1월: 앗차사고 신고제 도입, 5,000여건(2003년 12월 현재)

- 2003년 2월: 무재해 100일 달성 (12,700,000 시간)

- 2003년 3월: 족장 개선 T/F팀 구성 및 개선 완료(2003년 11월)

- 2003년 5월: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프로그램 운영

- 2003년 7월: 위험성 평가 재정립

- 2003년 9월: Safety Alert System 운영

- 2003년 10월: 작업허가 절차서 재정립(Permit to Work)

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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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각종 국제 HSE Workshop 및 Conference 참여로 선진기술 습득

○ 당사에 상주하는 선주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내 C/S News(영자

신문)를 통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

○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기 위해 회의 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선주사

및 당사 담당자를 선정하고 조치완료 일자를 채택하여 실질적인 조치들이

될 수 있도록 함.

(4) 추진 결과

가. 각종 선진 HSE 기법 도입으로 인한 사고 감소

○ 2002년 대비 안전 사고가 약 54% 감소

○ 앗차사고 신고제(Near Miss), 사고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RCA), 위험성

평가 재정립, 족장 개선 T/F팀, 작업허가제도(PTW) 등 실시

나. HSE 문화에 대한 근로자, 경영진의 인식 변화

○ 주요 선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 HSE에 대한 부가가치를 직

접 느낌은 물론 이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계기가 됨.

다. 영업력 강화

○ 수주 시 삼성중공업의 HSE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Alliance

에 참석한 주요 선주사들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

인해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자리매김함.

- 무재해 100일 달성에 대해 Alliance 선주측으로부터 당사의 노고를 기념

하는 기념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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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수처리수 방류수를 활용한 연못 및 Nature Park 조성

(삼성아토피나 서산사업장)

(1) 사례 설명

○ 삼성아토피나는 총 21개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물리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화학적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침전 및 여과

처리후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폐수처리량은 5,600톤으로 최

종처리수가 타사 화학공장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비단잉어 및 민물붕어를 최종방류조에 1993년부터 키우고 있음.

○ 폐수처리장 최종방류조의 비단잉어 및 민물붕어가 서식하며 번식하고 있

는 점을 착안하여 폐수재활용 및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당사 발

생폐수를 처리한 최종방류수를 이용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Nature

Park를 조성함.

(2) 추진 배경

○ PX 공장 증축후 동산옆에 있는 부지의 지대가 낮아 항상 물이 고이고 배

수가 잘 되지 않아 혐기성화 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대두됨.

○ 늪지화 되어가는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임직원의 휴식처 제공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공원화 계획을 추진 인공적으로 연

못을 조성하고 최종방류수를 유입하여 Nature Park를 조성함.

(3)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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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 개요

○ 연못에 공급될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조성될 연못에

최종방류수 공급 시 문제점을 파악(<표 17-2> 참조)

- 간이 연못을 조성, 민물붕어를 방사하여 테스트 실시 및 수질상태 분석

○ 경제성을 고려 자체인력 및 장비를 투입 Nature Park 조성

- 당사 공무 및 협력업체 인력과 장비를 이용, 연못 굴착작업 추진

- 연못 제방(뚝)은 단지 조성 시 발생된 자연석을 이용

- 연못 주변지역에 잔디 및 나무를 심어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

- 연못 주변지역 부지에 축구경기장을 조성, 임직원 체육공간으로 활용

나. 추진 일정

○ 1997년 11월 늪지에 대한 생태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7월에

Nature Park 조성을 완료함.

- 생태공원화 계획 수립 : 1997년 11월

- 수질분석 및 연못 조성 환경 검토 : 1997년 11월 ~ 1998년 2월

- 늪지대 연못조성(터파기) 작업 : 1997년 12월 ~ 1998년 2월

- 연못 제방(뚝) 작업 : 1998년 3월 ~ 1998년 5월

- 최종방류수 이송 배관(2") 설치 : 1998년 5월

- 최종방류수 이송 연못 공급(15~20㎥/hr) : 1998년 6월

- 최종방류조의 비단잉어(10마리) 및 붕어(200마리) 방사 : 1998년 7월

- 민물 버들피리, 우렁이, 자라 방사 : 1998년 7월

- 공원환경 조성(잔디, 나무) 작업 : 1998년 8월 ~ 1998년 9월

- 공원 주변부지에 축구경기장 조성 : 1998년 9월 ~ 1998년 10월

- 청둥오리 날아와서 서식 : 1999년 2월부터

- 2003년 6월 최종방류수 이송 배관을 2" 에서 4"로 확장

·기존 2" 배관으로 15~20톤/hr를 공급하다 보니 체류하는 현상이 발생 최

종 방류수 이송 배관을 4"로 확장하여 40~50톤/hr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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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결과

○ 최종방류수 활용에 따른 용수 절감 : 65.7백만원 절감

<표 17-1> 추진 효과 분석

최종방류수 사용량 용수 단가 년간 용수 절감 금액

- 40~50톤/hr

- 920~1,200톤/일

- 350,400~438,000톤/년

@150원/톤 \ 65,700,000원

○ 환경친화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 철새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고 날아가는 간이 휴식처 역할을 함.

- 최종방류수 재활용함으로서 당사 폐수처리 관리에 대한 인근주민 및 대관

청 신뢰성 확보((그림 17-1) 참조)

- 늪지 개선으로 수질환경, 토양환경, 악취문제의 요소를 사전 제거

○ 공장 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축구경기장을 만들어 임직원의 체력단련 및 단합의 장 조성

(그림 17-1) 최종 방류수 배출 현황

최종방류조

Nature Park
연못

No#2
우수로

235톤/hr 처
리

40~50톤/hr 방류

185~195톤/hr 방류
바다(SEA)방류

40~50톤/hr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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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Nature Park 연못과 방류수 수질상태 비교

No. 분석 항목 배출 기준 Nature Park
최종

방류수
비 고

1 pH 5.8~8.6 7.25 7.3

2 BOD 30 ㎎/ℓ 6.0 1.5 방류수에 비해 높음

3 COD(KMnO4법) 40 ㎎/ℓ 10.2 9.5

4 COD(K2Cr2O7법) 800 ㎎/ℓ - 19.7

5 SS 30 ㎎/ℓ 10 2.0 방류수에 비해 높음

6 Cr 2 ㎎/ℓ 불검출 불검출

7 Fe 10 ㎎/ℓ 0.66 0.13

8 Cu 3 ㎎/ℓ 불검출 불검출

9 Zn 5 ㎎/ℓ 0.07 0.18

10 Cd 0.1 ㎎/ℓ 불검출 불검출

11 Hg 0.005 ㎎/ℓ 불검출 불검출

12 Pb 1 ㎎/ℓ 불검출 불검출

13 Cr+6 0.5 ㎎/ℓ 불검출 불검출

14 Mn 10 ㎎/ℓ 0.020 0.010

15 NH3-N 100 ㎎/ℓ 0.074 0.164

16 T-N 60 ㎎/ℓ 11.4 12.3

17 T-P 8 ㎎/ℓ 불검출 1.03

18 n-Hexane 5 ㎎/ℓ 0.7 0.9

19 Phenol 3 ㎎/ℓ 불검출 불검출

20 CN 1 ㎎/ℓ 불검출 불검출

21 유기인 1 ㎎/ℓ 불검출 불검출

22 As 0.5 ㎎/ℓ 불검출 불검출

23 F 15 ㎎/ℓ 불검출 0.5

24 PCB 0.003 ㎎/ℓ 불검출 불검출

25 대장균수 3000 개/㎖ 108 114

26 색도 400 도 30 10 방류수에 비해 높음

주) Nature Park의 연못과 방류수의 수질상태 비교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양호한 상태이며 BOD, SS, 색도를 제외한 다른 물질은 방류수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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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법 적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산신항개발현장)

(1) 사례 설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200여개 사업장에서 토목·건축·플랜트시설을

시공하고 있으며 2003년 래미안 브랜드파워 1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6년 연속 1위를 차지 등 국내 건설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부산신항개발 1-1단계 사업장은 총연장 2km의 컨테이너 터미널시설과

600m의 소형선박부두를 축조하는 건설현장으로 항만 3대 국책사업 중 하

나로 실시하고 있음.

○ 항만공사 시 대규모로 발생되는 폐기물인 준설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해양투기 대신 호

안 조성 및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의 재료원으로 사용하고자 함.

○ 준설토의 경우, 어패류 부식질 뿐만 아니라 질소, 인 등 다량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고, 강우로 인하여 준설토 투기장이 담수화 되어 날벌레가 서

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됨.

○ 살충제 살포, 연막소독, 유도등 설치 등의 방법으로 모기, 파리, 나방 등의

날벌레를 제거하려 했으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이 광활하고(약 310만평),

인근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장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

이여서 날벌레 제거방안으로 채택하지 못함.

○ 항만공사 시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날벌레 발생을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적합하게 비용절감, 민원해결 등을

실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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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 바다를 준설토로 매립하여 간척지로 만들 경우 준설토내 질소, 인, 어패류

부식질 등 영양소, 강우로 인한 투기장 담수호화 및 기온 상승으로 깔따구

(파리 일종), 하루살이, 모기, 흑파리, 나방 등 날벌레가 급속도로 번식함.

○ 깔따구, 모기, 나방 등의 경우,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양성주광성

(陽性走光性)」성질이 있어 일몰 후, 주변 숲에서 휴식을 취하던 수십억

마리의 날벌레들이 인근 주거지, 가로등, 수산물관련상가(횟집 등) 불빛을

보고 몰려들어 수면방해, 영업방해 등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함.

○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사후 환경영향

조사기관 등에게 현장 확인 및 대책 강구를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제거 방

안을 제시받지 못하였음.

(3) 추진 내용

가. 날벌레 생태특성 조사

○ 투기장에 발생한 날벌레의 종류 및 개체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깔따구류

가 가장 많이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모기, 하루살이, 흑파리,

나방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 중 깔따구, 모기, 하루살이, 나방 등은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Life Cycle을 가지며 유속이 적은 강, 고인 물, 호수, 연못 등 유기물 농

도가 높고 정체된 물웅덩이가 있는 경우, 높은 밀도로 서식함.

○ 특히, 준설토 투기장처럼 어폐류 사체 등 부식성의 유기물질이 많은 곳에

서는 서식밀도가 최대치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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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수는 기온 증가 시 증가하고, 낮에는 숲에서 휴식을 취하다, 일몰 후

불빛을 따라 이동하여 일상생활 및 수산물 관련상가(횟집) 영업방해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함.

나. 제거 방법 검토

○ 날벌레 제거는 유충에서 성충으로 되기 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

적이나, 비행능력이 좋은 성충의 경우에는 분무방역, 살수방역 등의 방법

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함.

○ 살충제를 이용한 날벌레 제거의 경우 바람부는 날은 살포자체가 불가능하

고 독성이 강하여 인근 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장, 철새도래지, 해양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 1일 3시간이상 살포작업이 곤란하였음.

○ 또한 약제구입비, 인건비 또한 고가(약 5백만원/월)이고 투기장 내부로 접

근이 곤란하여 실질적인 날벌레 제거가 어려웠으며 살포된 약제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해역으로 유출되는 경우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었음.

○ 미생물제제의 경우 어류에 독성은 없으나 살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

제 구입비가 고가(12만원/kg)이고, 육상부근 등 제한된 지역에 한하여 효

과가 있고, 투기장 중앙부 날벌레제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전자포충기 또한 제한된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소극적 구제방안으로써 소

음, 악취, 미관상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며, 비용도 고가(20만원/대)임.

○ 현장 실험을 통하여 어류에 독성이 없고, 다른 생물에 안전하고 제거효과

가 탁월하며, 구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접근

이 용이한 오리를 이용하는 생태친화적 방법을 준설토 투기장 해충 제거

방법으로 적용함(<표 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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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1> 제거방법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비고

생

물
방

제

미생물
제제

-어독성 없음
-환경친화적 방법

-비용고가(12만원/kg)
-유충시기만 적용

천적
(오리)

-생태친화적 방법
-소요 비용 저렴

(2천원/마리)

-독성 없음
-全 지역에 적용 가능

-全세계적으로 해수에
적용한 사례가 없음

-현장에 효과
가 탁월한 것

으로 나타남

서식처

제거

-소규모 물웅덩이의

경우 효과적

-장비(포크레인) 비용

고가(40만원/일·대)

-습지, 간척지, 투기장의
경우 장비 진입 불가

살충제

-구입 용이 -독성이 강해 환경

부하량이 큼

-비용 고가(1천만원/월)

전자
포충기

-구입 용이 -성충시기만 적용 가능

-구제 Area 협소

-비용 고가(20만원/대)

(4) 추진 결과

가. 청둥오리를 이용한 날벌레 제거 결과

○ 날벌레 천적인 청둥오리 150마리를 제거방안으로 현장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류(鳥類)를 이용하여 날벌레를 제거하는 경우, 야간에 휴식을 할 수 있

는 갈대밭 등의 공간과 식수를 위한 담수 제공만 있으면 날벌레 Life

Cycle 全 과정에 대하여 구제(驅除)효과가 타월(별도의 살충제, 미생물 살

포 없이 99% 제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기온이 상승하여 날벌레 유충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청둥오리를 이용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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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유충의 섭식 활동이 활발해지면 근처를 비행하던 자연산 조류(청둥오

리, 제비, 도요새 등)의 「유인효과」를 유발하여 개체수가 증가함.

- 청둥오리, 도요새류의 경우, 유충 및 번데기의 포집 능력이 매우 우수하였

고, 제비류의 경우, 비행을 준비 중인 성충의 섭식능력이 뛰어났음.

나. 제거 비용 감소

○ 당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미생물을 이용한 제거 방법과 천적 이용시 소요

되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미생물제제의 경우 년간 약 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천적인 청둥오리의

경우 새끼오리 구입비용으로 총 30만원(2천원 × 150마리)이 소요되지만,

다 자란 오리의 경우, 인근 음식점에 판매하는 경우 약 12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표 18-2> 참조).

- 건설 공사 현장에 청둥오리, 도요새류, 제비 등 각종 철새가 서식할 수 있

는 생태친화적인 자연환경 및 경관을 조성함.

<표 18-2> 비용 절감 분석

적용 방법 단가 소요 비용

생물

방제

미생물 제제 12만원/kg
12만원/kg × 400kg/회 × 4회/월

× 3개월 = 5억 7천 6백만원

천적(오리) 2천원/마리 2천원/마리 × 150마리 = 30만원

(5) 기타

○ 부산, 광양, 울산, 마산, 평택 신항 등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 항만공사

Best Practice로 공유토록 하여 국고 절감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親환경 건설문화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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