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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구분 2018 2019

ⅰ.유동자산 438,323 446,058 

현금 및 현금성자산 79,258 46,05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84,669 150,973 

재고자산 125,295 127,510 

기타 49,101 121,516 

ⅱ.비유동자산 1,214,926 1,617,458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710 4,947 

유형자산 1,117,555 1,448,333 

무형자산 74,145 73,072 

관계기업투자 6,692 10,73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649 73,869 

기타 9,175 6,499 

자산총계 1,653,249 2,063,516 

ⅰ.유동부채 685,979 431,32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75,675 219,882 

차입금 399,746 185,916 

기타유동부채 10,558 25,522 

ⅱ.비유동부채 600,022 1,177,488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2,055 12,519 

장기차입금 582,940 1,155,850 

기타비유동부채 5,027 9,119 

부채총계 1,286,001 1,608,808 

[자본금] 15,951 15,951 

[이익잉여금] 18,284 98,175 

[기타자본구성요소] 333,013 340,582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367,248 454,708 

요약재무정보(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효성화학은 2018년 효성그룹으로부터 분할된 이래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류 브랜드를 탄생시키며 화학 분야에서 전세계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분 2018 2019

매출액 1,116,772 1,812,470 

매출원가 1,002,169 1,568,885 

매출 총이익 114,603 243,585 

판매비와 관리비 36,042 68,705 

연구개발비 13,566 20,993 

영업이익 64,995 153,887 

기타수익 2,963 3,973 

기타비용 4,469 6,312 

금융수익 20,904 43,762 

금융비용 50,024 89,349 

관계기업손익 (6,951) 4,053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27,418 110,014 

법인세비용 7,023 22,190 

당기순이익 20,395 87,824 

기타포괄손익 2,891 2,814 

총 포괄손익 23,285 90,638 

단위: 백만 원연결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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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용 및 고강성•고내충격성을 갖춘 파이프용 폴리프로필렌 소재 개발

효성기술원 폴리프로필렌 연구팀에서는 자동차의 내장재에 사용되는 발포용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소재는 발포 성형성이 우수하고 고내열성과 고신도 특성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의 내장재용으로 적합합니다.
향후에는 차량 경량화를 위한 소재로도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입체규칙성의 촉매기술과 반응기
내에서 중합한 고무의 고분산 기술을 통해 유럽 선진시장에서 요구하는 고강성 및 고내충격성을 갖춘 친환경
파이프용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폴리프로필렌 물성 향상을 통해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소재 개발 등 적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효성화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경험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요 활동

효성화학은 지속가능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실적 2019 계획 2019 실적

연구개발비용 백만 원 13,566 20,289 20,993

효성화학은 매년 자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KPI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 및 출원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7 2018 2019

특허등록(누적) 건 915 970 1,021

특허출원(누적) 건 1,904 1,969 1,993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협력사 수 개 862 900

협력사 구매 금액 백만 원 1,145,741 1,022,410

효성화학은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현황

인체무해성, 고충격성 및 내화학성을 갖춘 식품컨베이어용 폴리케톤 소재 개발

효성기술원 폴리케톤 연구팀에서는 육류가공용 컨베이어 부품 사용되는 사출성형용 폴리케톤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소재는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고충격성과 인체무해성을 갖추고 있어 식품제조용 부품으로 적합합니다. 기존 사
용된 소재인 폴리아세탈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나 폴리케톤은 유해성분이 없어 식
품용 소재에 적합합니다. 또한, 내화학성 및 충격성이 우수하여 식품에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향후에는 식
품 전분야소재로도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폴리케톤 소재 및 용도개발을 통해 시장확대해 나
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능성 필름 개발

효성기술원 필름개발 연구팀에서는 프라이머 표면설계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필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이형코팅 제품은 우수한 이형특성을 구현하며 점착류 소재의 오염방지를 통해 점착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전방지 코팅 제품은 우수한 대전방지 성능과 내용제성, 내환경성으로 Mobile 공정 보호필름으로 사용됩니다.

현재도 산소 및 수분 Barrier, Rainbow free/Oligomer 차단 등 고부가 가치가 있는 기능성 필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V 대형화/슬림화에 박막화가 가능하고 품질/원가경쟁력을 갖춘 Acryl 필름 개발

고객사 TV 대형화 추세에 따라 수분에 강한 非TAC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효성기술원 옵티컬필름 개발팀에서는 기존
TAC 생산라인을 활용해 Solvent Casting 공법으로 Acryl 필름 개발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당사 Acryl 필름은 기존 Melting 방식 대비 두께가 균일하고, 코팅 부착력이 좋으며, 이물/결함이 우수해 고객사 코팅
공정에서 코팅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께를 얇게 박막화 할 수 있어 양산 시 Speed up이 가능해
생산성 및 원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당사 Acryl 필름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TV부터 모바일, 차량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성화학은 윤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① 신고 접수 : 신고 접수 시 당사의 독립 기관인 감사팀에서 접수됩니다.

② 신고 검토 : 감사팀에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의 주무 부서를 선정하고 처리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합니다.

③ 주관 부서 : 감사팀에서 지정한 처리 주관 부서(감사팀, 인사팀, 준법지원팀)에서 접수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내역을 감사팀에 통보 합니다.

④ 처리 결과 : 주관 부서의 결정 사항을 재 검토 하고 최종 처리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신고자에 안내 합니다.

신고 채널 운영 프로세스

효성화학은 당사와 협력회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회사가 당사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효성화학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효성화학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범을 효성화학의 홈페이지에 공개 함으로써 양사간의 약속이 아닌 사회적
약속으로써 서로 이행할 의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공개

효성화학은 공정거래 실천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부터 자율 준수
관리자 제도를 도입 후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율준수 규정과 편람을 2019년 최신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외부 거래 관계자와 이해 관계 당사자가 해당하는 경쟁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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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총 임직원 수 명 1,198 1,165 

성별
남자 명 1,090 1,038 
여자 명 108 127 

고용 형태별

정규직 (남자) 명 1,069 1,028 
정규직 (여자) 명 107 108 
소계 명 1,176 1,136 
계약직 (남자) 명 21 10 
계약직 (여자) 명 1 19 
소계 명 22 29 

지역별
국내 명 1,158 1,165 
국외 명 40 44 

직무별
(정규직 기준)

사무직 명 564 520 
기능직 명 634 616 

여성인재 육성

여성 비율 % 9.0 10.9
여성 관리자 수
(간부사원(과장) 이상) 명 13 18

여성 관리자 비율(총 간부사원(과장) 
대비 여성 간부사원(과장)) % 5.2 7.4

양성

장애인 명 15 19
보훈대상자 명 20 21
외국인 명 1 1
소계 명 36 41

고용 창출 현황
(신규채용)

남성 명 27 31
여성 명 10 30
소계 명 37 61

이직자 수
(정규직 중
자발적 이직자
에 한함)

남성 명 35 28
여성 명 10 10

소계 명 45 38

이직률 % 3.83 3.35

사회 성과

효성화학의 2019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는 1,165명입니다. 2019년말 현재 총 임직원에서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서, 대다수의 직원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여성 직원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효성화학은 총 임직원이 1천 명을 넘는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고용 창출을 위해 신규로 61명을 채용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에 이바지하고자 여성직원의 비율
및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1인당 교육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남자(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 15

출산후 복귀율 % - 87

여자(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10 7

출산후 복귀율 % - 86

남자(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3 -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 100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100

여자(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8 9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 89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100

효성화학은 여성 직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육아휴직 업무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은 100%이며, 아울러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실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성과평가 대상 인원 명 1,114 1,136 

성과평과 심사비율 % 96 97

효성화학은 2019년말 기준 총 임직원 1,165명 중 약 97%에 해당하는 1,136명에 대해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임직원에 대해 정기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성과평가 시행 현황

 총 임직원 수/성별/고용 형태/국내 임직원 수/직무/여성인재/다양성/고용 창출 현황/이직자 수는 국
내 사업장의 정규직 및 계약직 인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임직원 현황에서 해외 인원은 해외 사업장의 주재/파견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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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단체협약 적용대상 직원 수 명 341 615 

가입 직원 수 명 337 588 

단체 가입율 % 98.8 95.6

효성화학 노동조합 외 화섬식품노조 효성화학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사업장에서는 정기적
인 경영현황 설명회,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현장 근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 및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를 두고, 분기별 1회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및 고충, 보
건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사항은 전사적으로 관리되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현황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총 퇴직연금 운용금액(DB+DC) 백만 원 43,741 59,322 

확정급여 운용금액(DB) 백만 원 43,200 58,337 

확정기여 운용금액(DC) 백만 원 541 985 

총 가입인원 합계 명 1,198 1,209 

확정급여형 가입인원(명) 명 1,033 1,027 

확정기여형 가입인원(명) 명 165 182 

효성화학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여 임직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신입직원 기본급 천 원 3,118 3,272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남성 % 184.6 174.7

여성 % 184.6 174.7

평균 기본급 천 원 4,323 4,608

효성화학은 신입직원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보다 1.7배 가량 지급하는 등 직원의 복지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 및 보수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교육 참가 인원 연내 교육 참석한 누적인원 전체 명 - 15,824

총 교육비용
인력개발원, 현업, 사외교육, 기타 판관비를
포함한 교육에 소요된 전체 비용

천 원 421,497 976,805 

총 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 포함 효성 교육시스템에 기록
된 모든 교육

시간
44,403 

37,346 

1인당 교육 시간(총 교육시간/임직원 수) 시간 37.06 32.06

1인당 교육투자비(총 교육투자비/임직원 수) 원 351,834 838,459 

효성화학은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교육비용 및 1인당 교육투자비용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임직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9

총 환경교육 인원 명 929

총 윤리 및 반부패 교육 인원 명 36

총 공정거래 교육 인권 명 2

총 안전 및 보건 교육 인원 명 1,153

총 인권 교육 인원(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명 2,208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 예술가 창작스튜디오인 잠실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명의 입주작가와 함께 장애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회화, 사진, 설치미술, 공예품 등 약 70여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전시 ‘무무(mumu)’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의 추천을 받아 2019년도 지역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

효성화학은 임직원의 건강 및 질환 예방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대전공장은 외부전문기관 연계(KMI 보건업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심층상담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진행(1회/月)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의료진 방문상담을 통한 현장 작업자의 건강관리(2회/年)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용연공장은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결심 및 금연 실천을 도모하여 건강 증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 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및 관리 대상자를 조사하였으며, 공정 상 유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근 골
격계 부담 관리 대상자를 선별(전체 대상 12%)하여 건강증진 장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건강 및 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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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성과

효성화학은 매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그린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용연공장에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비상사태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직접에너지 사용량

경유 TJ 8.10 13.08 

등유 TJ 0.03 0.60 

LNG TJ 406.62 360.46 

휘발유 TJ 1.26 1.19 

프로판 TJ 38.74 52.51 

B-C유 TJ 11.70 -

Off-gas TJ 5,136.44 5,300.41 

LPG TJ 0.14 0.05 

바이오가스 TJ -

소계 TJ 5,603.02 5,728.30

간접에너지 사용량

전기 TJ 11,252.75 11,226.54 

스팀 TJ - -

공정폐열 TJ - -

폐기물 소각열 TJ 580.05 562.05 

소계 TJ 11,832.80 11,788.59

합계 TJ 17,435.83 17,516.89

에너지 집약도 TJ/억원 0.992 0.966

효성화학은 전력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5년 DH 전기실 건물 옥상에 태양광 집진 설비
를 준공한 이후 2018년까지 태양광 집진 설비를 추가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수 생산 및 내부 전열용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19년 총 160,512kWh를 생산하여 내부 소비함으
로써 전력 소비량 절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효성화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직접 온실가스 배출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온실가스 명세서 발급 및 배출량 외부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인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고정연소 tCO₂eq 251,645 256,674 

이동연소 tCO₂eq 656 608 

공정배출 tCO₂eq 25,770 26,851 

폐기물 처리 tCO₂eq 355 249 

소계 tCO₂eq 278,426 284,382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전기 tCO₂eq 546,521 545,248 

스팀 tCO₂eq - -

소계 tCO₂eq 546,521 545,24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tCO₂eq/백만원 0.469 0.458

*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부 적합성평가에 따른 당해년도 배출권 제출 인증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까지 ㈜효성이 분할4개 사업회사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를 보고하였으며, 2019년
11월 온실가스 관계법령에 따라 권리의무승계 완료되었습니다. 권리의무승계과정에서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된 각사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5개사를 합친 사용량 및 배출량은 변동없음)

•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집약도 는 국내기준 매출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효성화학은 환경경영실천을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인버터 설치 등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장
에너지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실적

사업장 사업명 도입일
투자비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kWh/년)
온실감스 감축량

(tCO₂eq/년)

용연1 LED교체 사업 17.06 300 630,563 294

용연2 Water Pump 효율 Up 17.11 11 182,305 85

용연2 열교환기 교체 19.02 485 1,638,605 764

용연2 열교환기 교체 18.01 462 4,684,182 2,184

용연3 주차장 태양광설비 17.09 140 27,1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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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류 단위 2018년 2019년

옥산 폐기물에너지 GJ/년 249,766 224,441 

용연1 폐기물에너지 GJ/년 173 172 

용연1 태양에너지 kWh/년 61,391 57,551 

용연2 폐기물에너지 GJ/년 56,349 88,421 

용연2 태양에너지 kWh/년 70,788 34,756 

용연3 폐기물에너지 GJ/년 217,664 192,952 

용연3 태양에너지 kWh/년 67,375 68,205 

구미 폐기물에너지 GJ/년 52,584 56,064 

효성화학은 사업장 인근 생활폐기물소각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 폐기물 소각폐열 스팀을 공급받아
사용중이며, 공장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연공장은 외부스팀과
공정 발생스팀을 이용해 인근 공장들(당사 타공장 및 외부 포함)과 스팀을 도입/판매하는 스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공장이 최적 조건의 스팀을 사용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공단의 에너지 합리화/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취수원별 용수 사용량

상수 톤 105,864 108,337 

지하수 톤 103,624 105,330 

공업용수 톤 7,515,306 7,802,511 

용수 총 사용량 톤 7,724,794 8,016,178

용수 재활용량 톤 342,002 345,310 

용수 재활용 비율 % 4.4 4.3

효성화학은 방류수의 일부를 벨트프레스(탈수기)의 세척수로 사용하여 세척에 쓰이는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이온교환수지의 교체 주기(6개월 -> 1년)를 늘려 수지 재생에 쓰이는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사용한 용수를 공장내 비상저수조로 회수하여 냉각수 용도로 재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 현황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폐수배출량 톤 2,205,275.00 1,766,124.56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톤 11.19 7.01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톤 23.33 14.39 

부유물질(SS) 톤 15.69 10.42 

총질소(T-N) 톤 16.39 8.59 

총인(T-P) 톤 0.73 0.46 

효성화학은 구미 공장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폐수공동방지시설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최소화한 후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연공장에서는
발생하는 폐수를 물리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 및 고도 처리 방법을 이용해 처리 중에 있으며, 사내
방류수 수질 기준은 법적 기준치의 약 30% 수준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위탁
처리하여 폐수 처리장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폐수 및 수처리 현황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일반 폐기물

재활용 톤 11,353.7 13,892.3 

소각 톤 594.9 663.2 

매립 톤 7,025.9 6,627.0 

기타 톤 536.5 544.8 

소계 톤 19,511 21,727 

지정 폐기물

재활용 톤 662.6 681.8 

소각 톤 458.1 431.4 

매립 톤 14.6 10.5 

기타 톤 9,272.0 7,944.7 

소계 톤 10,407 9,068 

폐기물 발생 총량 톤 29,918.2 30,795.7 

폐기물 재활용량 톤 12,016.4 14,574.1 

폐기물 재활용 비율 % 40.2 47.3

효성화학은 폐기물 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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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일반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톤 320.1 268.2 

황산화물(SOx) 톤 44.1 20.5 

먼지(PM) 톤 9.5 8.6 

오존층 파괴물질

CFC(R-11) 톤 - -

HCFC(R-123) 톤 - -

HCFC(R-22) 톤 95.0 95.0 

효성화학 용연 및 구미공장에서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NOx 저감을 위해 저녹스 버너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업 담당자가 대기방지시설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설비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PET 필름 제조공정에서 작업환경유해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 및 대기방지시설(활성탄 흡착탑)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효성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누출감지기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수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사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유독물 사용량 톤 296,915.2 292,408.3 

유독물 사용량 원단위 톤/백만원 0.16898 0.16133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국내사용량에 대해 집계하므로 원단위 는 국내기준 매출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복원비용 천원 3,142,596 1,975,568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천원 2,663,960 4,360,359 

환경 개선 시설 투자 천원 - 2,534,406

합계 천원 5,806,556 8,870,333

효성화학은 녹색 경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환경 투자 계획을 수립 후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환경오염 예방 투자와 공정 시설 투자를 통해 환경 개선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공정중 산화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메틸아세테이트를 초산으로 전환 회수 시켜 공정에 재 투입하는
설비를 투자(약 16억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해 화학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 회수를 통해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연료 펌프, 노후 열교환기 교체, 소형 Blower 설치 등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전력 소비량을 줄여 녹색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를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환경 투자

[2019년 환경 투자 주요내역]

구분 단위
2019

계획 실행

저 NOX 버너 설치 억원 10.3 6.5

유해화학물질 감지기 설치 억원 1.2 1.2

열교환기 교체 억원 6 6

MA 가수분해 설비 설치 억원 16 16.8

소형 Blower 설치 억원 3.7 3.2

흡착탑 설치 억원 0.3 0.3

세정실 환기설비 개선 억원 3 3

Dope동 Hoist /흡착탑 배출가스 개선 억원 5.5 5.5

합계 억원 46 42.5

효성화학은 화학물질의 입고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안전검사를 매 건 마다 실시합니다. 또한 사
업장 취급 부서 담당자에는 사전에 작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등 MSDS 교육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협력업체 자체검사표’를 이용하여 입고 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에서 문제점
이 없다면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사내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효성화학은 각 팀의 담당자들이 입회하여 입
고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화학물질 차량의 주,정차와 물질 하역 배관의 연결부터 주입까지 전 과정을 환경안전팀
/생산팀/품질팀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입고 전 안전검사 실시

효성화학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그린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2억 원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며, 1.4억 원의 친환경 구매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친환경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녹색구매 방침을 제정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녹색구매 방침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원칙을 공표 후 운영함으로써 당사의 친환경 제품 사용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판매•구매 실적

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7 2018 2019

판매 천원 6,038,000 13,936,000 22,207,000 

구매 천원 8,664 89,260 13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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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 용연2공장은 녹색인증기업으로서 3년마다 환경오염 발생량 및 폐기물 재활용량에 대한 원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업체 추가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 관리

효성화학은 안전점검 개선 결과 및 공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주요 회의안건으로 하는 환경안전경영회의를
2019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경영회의는 대표이사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환경안전경영회의 실시 주기를 반기에서 격월
실시로 단축하였으며, 회의명칭을 EHS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기존처럼 대표이사가 맡으나, 각
공장장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임명하여 EHS 위원회 운영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경영회의 개최

구분 상세구분 단위
계획 실적

달성률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NOx

발생량(TON), 
원단위(kg/TON,

TON/TON(폐기물))

50.00 0.112 36.14 0.087 129%

먼지 1.50 0.003 1.73 0.004 81%

수질오염물질

COD 16.41 0.037 10.39 0.025 147%

BOD 3.52 0.008 4.55 0.011 72%

SS 6.70 0.015 7.83 0.019 80%

TN 4.35 0.010 5.67 0.014 72%

TP 0.54 0.001 0.39 0.001 127%

폐기물
발생량 5,226 0.012 6,864 0.016 71%

재활용량 2,906 0.007 2,908 0.007 93%

효성화학은 환경경영시스템(EMS)을 통해 환경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 공장에 ISO14001을 도입 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환경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내부 심사 및 외부 심사(한국품질재단)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개선을 지속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ISO14001을 통해 공장 운영에 있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상조치계획 지침을 1996년 제정 후 2019년까지 총 11차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인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연공장] ISO14001을 도입 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신규 단위공정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도입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공정에 대해서는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감시시스템을 통해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현황을 원단위 기준으로
관리하고, 매주 담당자들이 에너지 사용현황을 서로 공유•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우수사업장(Energy Champion)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구미공장] 2007년에 ISO 14001:2004를 도입 후 운영한 이래 2018년에는 ISO 14001:2015로 전환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식별•관리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산공장] 공장장 주관으로 Top Patrol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혹서기, 혹한기
전사 안전점검 시행도 별도로 분기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팀별 설비 및 위험물질 관리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을 관리팀 주관하에 매월 실시 중입니다. 법정 안전점검 시행은 연 2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ISO14001, PSM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자체감사를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효성화학 용연공장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의 회원사로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한 2019 세계 물의 날(2019.03.22) 기
념 행사에 용연공장 임직원이 참여하여 기념식 참석, EM흙공 던기기 및 태화강 주변의 수변/수중 정화활동을 참여하
였습니다. 또한 공장 자체 캠페인(공장 주변 환경 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 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환경 정화활동 참여

효성화학은 원 부자재에 대한 감축 활동도 전개하여 환경 물질의 사용 감소를 통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네오켐 PU에서는 반도체 및 Display,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NF₃ GAS를 생산 하고 있으며 제품에 사용중인
HF(Hydrogen Fluoride_불화수소)는 무색의 유독성 기체로 각종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취급을 주의해야 할 원소재
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HF를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추고 이에 대한 회수량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회수율 188% 증가)

이를 통해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회수를 통한 원자재 절감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 ∙ 부자재 감축 활동을 추가 발굴하여 원가 경쟁력 제고 및 환경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부자재 감축 활동

효성화학은 매년 1회씩 자체적인 환경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팀에서는 각 사업부에 자체 감사
평가표를 배포하여 점검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자체 감사를 실시 후 즉시 개선, 권고 사항을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활동은 반드시 차년도 환경안전보건 목표에 계획 반영하고 연말 환경 감사 수행 시 해당
부분이 수정 및 시정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 감사 수행

효성화학은 환경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 관리 지침을 2002년 제정 후 6차례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세부
목표를 수립 후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9년 주요 목표로는 환경안전 사고 Zero, 공정 안정
및 자원 Loss의 최소화, 작업표준 철저 등의 테마로 진행하였으며, 목표 대비 90% 수준으로 달성 중에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평가를 시행하여 환경 및 안전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평가 실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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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효성화학

2018 2019

재해자수 :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 명 6 4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 0.50 0.34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명 -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 -

효성화학 용연공장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 정기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PU에서는 반기별로
전사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안전팀에서는 매월 1개의 PU를 지정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1명씩 지정한 환경안전담당자들이 매월 환경안전팀에서 지정한 점검테마에 따라 해당 PU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 활동 실시

수여기관 명칭
효성화학

인증번호 및 제품명 인증기간

한국산업기술인증원 녹색기술인증 GT-16-00103 2016.08.11~2022.08.17

한국산업기술인증원 녹색전문기업인증 용연2공장 2007.10.31~2022.04.27

한국산업기술인증원 녹색기술제품인증 GTP-16-00185 2016.08.11~2022.08.17

효성화학은 2019년말 현재 총 3건의 녹색기술 및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

효성화학은 정기적인 환경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사고 예방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절감 등의 환경 교육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씩 집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는 매년 교육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 분기당 1회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 안전 관리(PSM), 안전 수칙 준수, 타사 사고 사례 등을
수시 실시하여 환경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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