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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구분 2018 2019

ⅰ.유동자산 1,428,058 1,470,103 

현금 및 현금성자산 84,735 89,36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72,215 821,326 

재고자산 517,314 524,232 

기타 53,795 35,180 

ⅱ.비유동자산 1,710,786 1,754,20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975 11,168 

유형자산 1,439,547 1,470,073 

투자부동산 125,520 124,523 

무형자산 75,915 91,9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7,953 32,173 

기타 22,876 24,317 

자산총계 3,138,844 3,224,307 

ⅰ.유동부채 1,994,630 2,074,42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43,245 626,878 

차입금 1,324,975 1,381,779 

기타유동부채 26,410 65,765 

ⅱ.비유동부채 657,313 566,93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6,439 31,161 

장기차입금 573,687 451,545 

기타비유동부채 57,188 84,225 

부채총계 2,651,943 2,641,353 

[자본금] 21,638 21,638 

[이익잉여금] 18,973 102,735 

[기타자본구성요소] 363,056 364,584 

[비지배지분] 83,234 93,996 

자본총계 486,901 582,953 

요약재무정보(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효성티앤씨는 2018년 효성그룹으로부터 분할된 이래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합성섬유분야의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화학원료 및 제품, 신소재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8 2019

수익(매출액) 3,359,086 5,983,145 

매출원가 3,103,320 5,419,332 

매출 총이익 255,766 563,813 

판매비와 관리비 123,368 227,192 

연구개발비 7,345 13,708 

영업이익 125,052 322,913 

기타수익 16,903 31,333 

기타비용 14,947 27,983 

금융수익 54,538 113,780 

금융비용 133,078 209,965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48,468 230,078 

법인세비용 16,969 108,056 

당기순이익 31,498 122,022 

기타포괄손익 (18,851) (1,366)

총 포괄손익 12,648 120,656 

단위: 백만 원연결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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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차량용 저흑도 원착사 개발

NYPET원사연구팀에서는 차량용 저흑도 원착사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가격과 품질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용 원사는 일반 규격의 원사에 다량의 염료를 사용하는 염색과정을 통해
제조하였는데 반해, 효성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한 저흑도 원착사는 고객사의 염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염색폐수
배출량도 감축되는 친환경 원착사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제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광 및 착색
견뢰도 등 제품 품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나일론 본딩사에 대한 중합 방식 개발

효성기술원 NYPET중합연구팀에서는 높은 품질과 낮은 원가를 가지는 본딩사용 중합물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본딩사는 저온에서 용융되어 접착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최근 디자인 측면에서 유리한 무봉제
신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의류의 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낮은 융점을 가지면서도
높은 강도와 낮은 수축률을 가지는 중합 방식을 개발하여 후발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효성티앤씨는 오랜 기간 축적된 중합, 방사, 연신, 후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판덱스를 비롯한, 차별화 기능성
Nylon/PET 원사 등 고부가가치 섬유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신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조기에 실용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요 활동

효성티앤씨는 지속가능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실적 2019 계획 2019 실적

연구개발비용 백만 원 7,345 9,921 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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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및 출원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7 2018 2019

특허등록(누적) 건 701 714 726

특허출원(누적) 건 1,416 1,438 1,463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협력사 수 개 2,679 200

협력사 구매 금액 백만 원 1,244,608 656,666

효성티앤씨는 2019년 주요 협력사로 관리범위를 변경하고,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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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총 임직원 수 명 1,657 1,537 

성별
남자 명 1,389 1,237 

여자 명 268 300 

고용 형태별

정규직 (남자) 명 1,281 1,129 

정규직 (여자) 명 226 228 

소계 명 1,507 1,357 

계약직 (남자) 명 108 108 

계약직 (여자) 명 42 72 

소계 명 150 180 

지역별
국내 명 1,518 1,537 

국외 명 139 168 

직무별
(정규직 기준)

사무직 명 877 760 

기능직 명 630 597 

여성인재 육성

여성 비율 % 16.2 19.5

여성 관리자 수
(간부사원(과장) 이상) 명 26 33

여성 관리자 비율(총 간부사원(과장) 
대비 여성 간부사원(과장)) % 6.3 10.4

양성

장애인 명 16 18

보훈대상자 명 18 7

외국인 명 4 3

소계 명 38 28

고용 창출 현황
(신규채용)

남성 명 85 72

여성 명 27 55

소계 명 112 127

이직자 수
(정규직 중
자발적 이직자
에 한함)

남성 명 52 78

여성 명 38 42

소계 명 90 120

이직률 % 5.97 8.84

사회 성과

효성티앤씨의 2019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는 1,537명입니다. 2019년말 현재 총 임직원에서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로서, 대다수의 직원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여성 직원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효성티앤씨는 총 임직원이 1,500명을 넘는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고용 창출을 위해 신규로 127명을 채용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에 이바지하고자 여성직원의
비율 및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1인당 교육 시간 및 교육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남자(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 23

출산후 복귀율 % - 100

여자(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5 14

출산후 복귀율 % 100 100

남자(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 1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 - 100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 100

여자(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6 14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 - 100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 63

효성티앤씨는 여성 직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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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티앤씨

2018 2019

성과평가 대상 인원 명 1,505 1,357 

성과평과 심사비율 % 91 88

효성티앤씨는 2019년말 기준 총 임직원 1,537명 중 약 88%에 해당하는 1,357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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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장의 정
규직 및 계약직 인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임직원 현황에서 해외 인원은 해외 사업장의 주재/파견 인원입니다.



3

Navigator
Area

Overview Sustainability Management AppendixFocus Issues & Business Cases Sustainability Performance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단체협약 적용대상 직원 수 명 629 603 

가입 직원 수 명 269 507 

단체 가입율 % 42.8 84.1

효성노동조합 외 효성민주노동조합, 효성티앤씨민주노동조합, 효성티앤씨구미공장노동조합, 효성폴리에스
터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경영현황 설명회,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현장 근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사 및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를 두
고,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및 고충, 보건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사항은 전사적
으로 관리되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현황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총 퇴직연금 운용금액(DB+DC) 백만 원 65,338 80,624 

확정급여 운용금액(DB) 백만 원 64,415 79,061 

확정기여 운용금액(DC) 백만 원 923 1,563 

총 가입인원 합계 명 1,653 1,719 

확정급여형 가입인원(명) 명 1,365 1,417 

확정기여형 가입인원(명) 명 28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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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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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7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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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및 보수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교육 참가 인원 연내 교육 참석한 누적인원 전체 명 - 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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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 346,577 1,127,321 

총 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 포함 효성 교육시스템에 기
록된 모든 교육

시간 50,180 55,847 

1인당 교육 시간(총 교육시간/임직원 수) 시간 30.28 36.33

1인당 교육투자비(총 교육투자비/임직원 수) 원 209,159 733,456 

효성티앤씨은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1인당 교육시간 및 1인당
교육투자비용은 모두 2018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임직원 교육 현황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9

총 환경교육 인원 명 1,592

총 윤리 및 반부패 교육 인원 명 6

총 공정거래 교육 인권 명 13

총 안전 및 보건 교육 인원 명 5,576

총 인권 교육 인원(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명 3,270

3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실시

효성티앤씨는 사내강사 및 동종업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PU 사업특성에 맞는 직무교육 (예: 스판덱스PU
Creora School, 화학PU 지역별 시장개발 및 고객제품 교육 , 구미공장 기술세미나 등 )을 상시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성티앤씨는2020년 교육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신입사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기로 했던
직무기초교육 2개 과정과 해외주재원 조기적응을 위한 해외 주재원 파견 전/귀임교육을 코로나 19 전파
우려를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직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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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성과

효성티앤씨는 2019년 울산공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생산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등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직접에너지 사용량

경유 TJ 6.92 7.83 

등유 TJ 0.37 0.42 

LNG TJ 869.73 959.01 

휘발유 TJ 1.87 1.75 

프로판 TJ 749.98 778.03 

B-C유 TJ 147.49 26.79 

Off-gas TJ - -

LPG TJ 2.92 1.11 

바이오가스 TJ 24.13 32.54 

소계 TJ 1,803.40 1,807.48

간접에너지 사용량

전기 TJ 6,084.17 5,666.91 

스팀 TJ 864.87 796.62 

공정폐열 TJ - -

폐기물 소각열 TJ 454.08 409.58 

소계 TJ 7,403.11 6,873.11

합계 TJ 9,206.52 8,680.59

에너지 집약도 TJ/억원 0.793 0.657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은 2019년에 노후화되어 효율이 저하된 모터 5기를 신규 모터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고정연소 tCO₂eq 98,471 95,792 

이동연소 tCO₂eq 777 734 

공정배출 tCO₂eq - -

폐기물 처리 tCO₂eq 2,254 4,102 

소계 tCO₂eq 101,502 100,628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전기 tCO₂eq 295,494 275,229 

스팀 tCO₂eq 9,630 9,477 

소계 tCO₂eq 305,124 284,706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tCO₂eq/백만원 0.350 0.292

효성티앤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직접 온실가스 배출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효성티앤씨는 환경경영실천을 위해 고효율 설비 및 LED 전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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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Extruder BL Motor 개체

(BL Motor → Induction Motor)
17.06 330 551,880 257

대구 검사 검단기 조명 개선 17.03 6 9,712 5 

대구 LED 조명 교체 18.03 14.91 46,11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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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약도는 국내기준 매출액으로 하되, 무역부문
매출액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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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류 단위 2018년 2019년

구미 폐기물에너지 GJ/년 351,908 338,793 

구미 바이오에너지 GJ/년 7,888 8,993 

울산 바이오에너지 GJ/년 16,239 23,546 

대구 폐기물에너지 GJ/년 102,172 70,786 

효성티앤씨는 사업장 인근 생활폐기물소각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 폐기물 소각폐열을 공급받고, 공장내
폐수처리장 혐기성소화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보일러에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취수원별 용수 사용량

상수 톤 78,696 79,892 

지하수 톤 - -

공업용수 톤 6,822,981 7,573,653 

용수 총 사용량 톤 6,901,677 7,653,545

용수 재활용량 톤 3,941,960 2,920,091 

용수 재활용 비율 % 57.1 38.2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는 생산 공정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비상저수지로 공정에서 사용한 용수를 회수하여 냉각수 용도로 재이용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현황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폐수배출량 톤 1,413.015.00 1,235,251.00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톤 1,067.46 805.4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톤 11,265.32 7,137.52 

부유물질(SS) 톤 1,333.08 1,036.93 

총질소(T-N) 톤 9,745.85 5,683.76 

총인(T-P) 톤 175.56 57.57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전체 항목에 대해 반기마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수질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미공장에서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폐수공동방지시설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최소화한 후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폐수 및 수처리 현황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일반 폐기물

재활용 톤 14,120.7 13,532.6 

소각 톤 2,232.1 1,643.8 

매립 톤 2,385.0 774.4 

소계 톤 18,737.8 15,950.8 

지정 폐기물

재활용 톤 8,584.5 7,619.1

소각 톤 956.1 1,028.2 

매립 톤 8.2 2.0 

소계 톤 9,549 8,649 

폐기물 발생 총량 톤 28,286.6 24,600.1 

폐기물 재활용량 톤 22,705.2 21,180.7 

폐기물 재활용 비율 % 80.3% 86.1%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은 2019년 기존에 대부분 매립하였던 폐수오니 발생량의 90%이상을 재활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효율 탈수기를 설치하여 폐수오니 발생량을 50% 이상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일반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톤 71.2 62.3 

황산화물(SOx) 톤 5.4 6.2 

먼지(PM) 톤 8.2 4.7 

오존층 파괴물질

CFC(R-11) 톤 - 4.8 

HCFC(R-123) 톤 - -

HCFC(R-22) 톤 - 2.5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는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여 오염물질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를 벙커 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변경하고, 보일러에 사용되는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NOx, S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공장에서는 스판덱스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해 1차적으로 스크러버에 의한 흡수 방식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며,
2차적으로 열매보일러로 배기가스를 유입시킨 후 소각 처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악취 개선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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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복원비용 천원 1,980,377 1,321,367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천원 340,000 459,650 

합계 천원 2,320,377 1,781,017

효성티앤씨는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환경오염 예방 등 지속적인 환경투자를 통해 그린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 투자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는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대기관리, 화학물질관리 등 사업장 내 환경 관련 주요 사항을
KPI로 설정하고, 매월마다 월보를 작성하여 실적 달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 관리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7 2018 2019

판매 천원 4,120,538 10,622,738 23,053,885 

구매 천원 407,047 142,620 451,028 

효성티앤씨는 녹색구매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그린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30억 원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며, 4.5억 원의 친환경
구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판매•구매 실적

효성티앤씨 울산공장 임직원들은 1사 1하천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울산태화강국가정원에서 매월마다 쓰레기
수거 작업 등 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재해자수 :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 명 1 -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 0.06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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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티앤씨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 노력을 통해 재해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무재해 및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2년 연속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직원 재해율

효성티앤씨는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소음 노출기준(90dB)을 초과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 개별적으로 청력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마개 사이즈 측정을 통해 적절한 청력보호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방법을 교육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구분 단위
효성티앤씨

2018 2019

유독물 사용량 톤 6,983 8,375 

유독물 사용량 원단위 톤/백만원 0.00602 0.00634 

효성티앤씨 구미공장에서는 2019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931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약장이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리기준을 불충족하고 있어서 시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배기형 시약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판덱스 원료 투입 하역장소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저장탱크로 이송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턱 및 트렌치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국내제조공장에 대해 집계하므로 원단위 는 국내기준 매출액으로 하되, 무역부문
매출액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