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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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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준비”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폴 케네디

● 인구 폭발

● 통신, 금융 혁명과 다국적 기업의 대두

● 세계 농업과 생물공학 혁명

● 민족국가의 미래

● 환경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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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의 필요성

• 환경경영이란 ?

• LCA와 DfE의 이해

• Pollution Prevention

• 선진외국기업의 환경혁신 사례

• LG 그룹의 환경혁신 사례

•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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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경영은 왜 필요한가 ?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5

그린소비자 시대의 개막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양적소비시대

-획득개념
-다다익선

단기편의성

-처분성
-사용편의성

나를 위한 소비

-개인경제적 가치관

질적소비시대

-통제개념
-소소익선

장기내구성

-내구성/재사용
-장기적 보전

우리를 위한 소비

-사회정의적 가치관

1940~1980년대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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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인식 새로운 인식

경제시스템

환경대응방법

지속유지기간

구사전략

환경과 경제의 관계

자연의 포용력

사회시장 경제시스템

규제 대응적

단기적, 임시적

운영중심 전략

Zero sum game

자연의 정화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순환

생태학적 사회시장 경제시스템

사전 예방적

장기적, 근본적

경제우위 창출 전략

ESSD의 조화

경제활동에 따른 오염을

자연계 스스로가 정화 못함.

구 분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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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GNP에서 차지하는
환경 피해 ( % )

GNP손실
(10억 달러)

일본
폴란드
필리핀
미국
구 서독
헝가리
구 체코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2
3
4
4
4
5
7
8
10
12
17
17

66.7
2.1
1.8

227.4
46.78
1.4
2.7
0.5
44.7
30.3
18.9
5.8

환경피해의 경제적 비용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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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s

♦ Increasing legislation

♦ Increasing customer pressure

♦ Competition

♦ Increasing costs

♦ Investment decisions

♦ Environmental pressure groups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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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Changes

♦ Product design

♦ Use of new materials

♦ Less use of scarce or hazardous raw materials

♦ Product liability

♦ New production processes

♦ More monitoring and control

♦ New management systems

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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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Business Opportunities

♦ Green products

♦ Products with greener features

♦ Environmental technology

♦ Market share

사업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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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정부의 환경규제법규 제정추이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

▼

●

●

●

대기정화법

직업안전 및 보건위생법

수질정화법

음용수안전법

●
자원보전 및 복구법

●
독극물질통제법

●
연방살충살균 쥐약법

●
수퍼펀드

●
저급방사능 폐기물 정책법

●
핵폐기물 정책법

●

▼

▼

▼

▼ ▼

▼

▼

유해고형폐기물 관련 개정

석면재해 응급 조치법

수퍼펀드 수정법(SARA)

발효연도

주요사항 수정

자료:SRI International

-강화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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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영이란 ?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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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세

환경윤리성

그린(Green) 뉴그린(New Green)

애니멀(animal)더티(dirty)

법규제대응 새로운시장 지향

고

저

환경주의 경영형

환경
사업

고전적(경제우선) 경영형

환경
적대형 환경

착취형

자료:노무라 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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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태도 발전

• 이윤중심사고
• 인간관계 중심
• 환경에 대한 믿음 결여
• 정부압력에의 대응

• 장기적·전략적 사고
• 제품, 원자재, 공정을
재디자인
• 환경보고서 작성
• 환경보호를 새로운 사업성
기회로 인식

• 우수환경경영
성과 추구
• 새로운 규격 및 법률
안을 제안
• 기업의 환경경영
내용 공개
• 총체적 환경경영
(TQEM) 추진

• 환경개선을 위해서 규제
당국의 압력
• 규격준수를 위해 실질적
접근 방식 채택

규제대응
(reactive)

Ⅰ

개선협력
(cooperative)

Ⅱ

오염예방
(preventive)

Ⅳ

진취적 실천
(proactive)

Ⅲ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과 환경’,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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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조직

환경경영전략

-목표
-우선순위
-전략적 대안

-정책
-절차
-실천방법
-감사과정
-타부서와의 협조

-조직디자인
-상호지원 체제
-최고경영자 개입수준
-권한과 책임소재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경영
전 략

환경경영
조 직

-인식
-가치관
-실천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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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 법규
• 경쟁기업
• 지역사회

• 사업우선 순위
• 자금능력
• 인적능력

• 경쟁기업 전략
• 전략성 목표
• 회사방침

• 환경경영 책임자
• 환경사업단위
• 종업원 참여

• 의무사항 이행
• 총체적 품질관리
• 새로운 기법

• 통합적 관리
• 실천효율 증대
• 공공관계 개선

내 용 고 려 요 소단 계

외부요인평가

내부요인평가

전략개발

조직디자인

실 천

커뮤니케이션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제 5 단계

제 6 단계

환경경영전략 수립 및 실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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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개인의 문화적 변화배경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지속적 발전
비젼

지구촌 가치관

지구촌 가치관

조직 가치관

조직 가치관

개인 가치관

개인 가치관

의사결정기준

의사결정기준

생태적 전략

지속적 성장전략

자료: R.Welford “ Environmental 
Strate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1995.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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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문제 대응전략

윤리성 · 이미지향상

법규제 대응 새로운 시장 대응

CI
환경이벤트

자연보호 자금협력
환경상 창설

보유지 녹화/보전관리

정책에 영향력 행사
오염물 삭감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제조공정 개량/처리기술 개발

환경상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 개발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

전략적 대응전략적 대응

방어적 대응방어적 대응 공격적 대응공격적 대응
환경적 제품차별화 재활용

적합 제품 개발
새로운 법제도 대응

새로운 지역에 대응(미국,유럽,동구,개도국)

환경적 제품차별화 재활용
적합 제품 개발

새로운 법제도 대응
새로운 지역에 대응(미국,유럽,동구,개도국)

회사기준/규제목표 설정
환경보전 투자목표 설정/
사내 재활용/저공해차
사용/재생품 사용

회사기준/규제목표 설정
환경보전 투자목표 설정/
사내 재활용/저공해차
사용/재생품 사용 · 환경헌장

· 환경관리 프로그램
· 환경위원회
· 환경감사체제
· 환경영향평가
· 사내보상제도
· 환경연수
· 정보공개

· 환경헌장
· 환경관리 프로그램
· 환경위원회
· 환경감사체제
· 환경영향평가
· 사내보상제도
· 환경연수
· 정보공개

환경보전 산업으로 진출
(재활용, 녹화 등)

환경보전 산업으로 진출
(재활용, 녹화 등)

자료:노무라 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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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rch for Environmental Excellence

Continuous
improvement

• Develop metrics
• Adjust as necessary

• Inform employees
• Empower QAT

• Develop criteria
• Establish baseline
• Collect additional data

• Collect data
• Identify data gaps
• Consider measures

• Timely
• Practical

• Cross-functional
• Existing processes
• Two-way communication

• Empower employees
• Allocate resources
• Involve stakeholders

Management
commitment

Quality
action team

Training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

Select
improvement

projects

Implement
improvement

projects

Measure the
results

Standardize the
improvements

Source: President’s commission Report, 1992, p. 7;
reconfigured by Kirsten Weaver for AH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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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Response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Regulatory
Tracking

and
Influence

Project
and

Program
Reviews

Issue-Specific
Program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ssurance

ESH
Management

Systems

Planning
Process

Communications

Day-to-Day
Compliance
Management

Management
Organiz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Continuous Improvement

Ongoing EHS
Awareness and Training

Lin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Quantity/Quality
of Resources

Functional
Reporting

Arrangements

Top
Mgmt.

Support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of a state-of-the-art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 (Source : Arthur D. Little, Inc.)

Characteristics
Elements

ESH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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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에 부하를 줄이기 위한 그린디자인 실천 방안

대 상 실천방안

환경친화적
원재료

•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원료로 한다.
• 희소동물/희소자원 등을 원료로 하지 않는다.
• 자연파괴와 관련된 원재료를 쓰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제조

• 가능한 한 유해물이 나오지 않는 제조공정을 이용한다.
•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제조공정을 이용한다.

환경친화적
사용

•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환경부하를 주지 않는다.
•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다.
• 사용 중에 유해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폐기

•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 처리 곤란한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 포장을 간소화 한다.

Design for Environment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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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 와 DfE 의 이해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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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A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전과정 평가)의 개요

LCA란? 

-제품의 전과정(원료 획득에서 폐기까지)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환경 친화적 설계(DfE)의 기초자료로 이용

NO2
SO2

CO2
CFCs

CFCs

여름스모그

부영양화

오존층파괴
산성화

온실효과

생태독성

인체독성

에너지

N, P

Chemicals
Heavy metals

VOCs

Chemicals
Heavy metals

고형폐기물

제품의전과정
(Product Life Cycle)원재료

수송

사용

폐기

제조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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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fE (Design for Environment; 친 환경적 설계)의 개요

DfE란? 

-환경 친화적 설계 활동을 의미하며 LCA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함

-효과적인 설계로 전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 및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 함

친환경 재질의 사용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원료 사용량의 극소화

DfE의 주요 고려요소

배출물질의 극소화 재활용을 위한 설계

DfE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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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 및 기대 효과

LCA

LCA + DfE, P2, 3R

제품의전과정에걸친

체계적환경영향평가

- 제품의환경성적표

 제품의환경영향감소
(오염물질)

 생산, 사용단계에서의
비용절감

 법적요건, 표준대응

 환경친화적제품개발

 환경마크취득

 시장요구대응

제품의경쟁력확보

환경경영실현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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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CA 수행 절차

목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목적 및 범위 정의 영향평가 해석

투입물 Energy

Waste

For

환경 친화적 설계?

or 

다른 제품과 비교?

or

제품 홍보? ...

0

5

10

15

20

25

30

생산 사용 수송 폐기

지배적 인자
규명

다양한 영향 평가
방법

Life-cycle

• 분류화

• 특성화

• 정규화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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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fE 수행 절차

LCA결과

검토

지배적 인자 규명

개선대상 선정

개선안

도출

개선안

검토
적용

Check list

환경성

경제성 품질

주요 부품 및 공정

을 대상으로 DfE 
Checklist 적용하여

개선안 도출

제품 관련 전문가

집단 토의

개선안 적용

여부 결정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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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t.

6. LCA/DfE 수행 사례 (Tractor: LG 기계)

트랙터의 환경영향

원재료 부품

가공
제조 수송 사용 처리

• 영향평가 방법: Eco-indicator 95 method (스위스)

• 사용단계가 전체 환경영향의 85% 차지

• 영향범주별로는 산성화가 전체의 50%가량 차지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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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배출물 저감, 촉매사용, 

Green엔진 개발

- 연비개선, 경량화

- 주물의 사용량 감소

- 알루미늄 fin을 사용한 Radiator

- 재활용 된 부품의 사용

-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사용

- 디젤 엔진 배출물

- 철강 사용 부품

: 앞 차축, Transmission

- 동 사용 부품

: Radiator 

- 전기사용 (FMS공정)

- 도장 공정

6. LCA/DfE 수행 사례 (Tractor: LG 기계)

- 가공설비의 공 회전 방지

- 압축공기의 Leak 손실 방지

주요영향인자 개선 방향단계

환경영향 20% 감축 (Eco-indicator기준)

원재료획득

제조

사용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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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Pollu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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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ollution Prevention; 사전 오염예방)의 정의

Pollution Prevention (P2)이란?

생산구조에서 폐기물로 분류되거나 적절한 처리, 재활용/재이용, 

폐기의 단계 이전에 외부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는 물량 및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산업행위를 말한다.

P2에는 제조업자나 소비자에 의해 더 적게 폐기물이 발생되도록

하는 제품과 공정의 설계까지를 포함한다.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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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의 인센티브

1. 운전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약됨.
-많은 경우 투자에 대한 보상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짧음.

-폐기처분과 원료비용에서의 절감으로 운전 전체비용이

줄어 듬.

2. 작업자 안전향상 -유독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향상되고 개인
보호 관련 요건이 줄어 듬.

3. 법규 대응 비용절감 -법률 위반 위험이 줄어 듬.

4. 생산성 향상 -허가/신고사항, 모니터링, 보고의 필요를 줄임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 함.

5. 지속적 개선가능 -회사의 전사적 품질 관리나 지속적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가 됨.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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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DUCTION

RECYCLING
OR REUSE

WASTE
SEPARATION

WASTE
CONCENTRATION

WASTE
EXCHANGE

WASTE
TREATMENT

ULTIMATE
DISPOSAL(UD)

UD MONITORING
AND CONTROL

PROCEDURAL CHANGES
TECHNOLOGY CHANGES
INPUT MATERIAL CHANGES
PRODUCT CHANGES

MASS TRANSFER OPERATIONS

MASS TRANSFER OPERATIONS

MASS TRANSFER OPERATIONS

INCINERATION

NON-INCINERATION

LAND FARMING
DEEP WELL INJECTIO
LANDFILLING
OCEAN DUMPING

ON-SITE
OFF-SITE

ON-SITE
OFF-SITE

MOST
PREFERRED
APPROACH

LEAST PREFERRED
APPROACH

P2 단계

ON-SITE
OFF-SITE

ON-SITE
OFF-SITE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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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P2 Program 실행 요소 (1)

• 폐기물 분류/분리

-무독성과 유독성 폐기물 분류
-유사 그룹별 분류
-용매별 분리
-고형과 액체상 폐기물 분류

• 예방적 유지 Program

-장치 고유 기록카드 유지
-예방적 유지/관리 일정 유지
-장치 유지 매뉴얼 비치
-매뉴얼 또는 전산화된 보수 기록 유지

• 교육/인식도

-에너지 및 원료 절약형 기기 운전법
-폐기물이나 Spill 방지 교육
-폐기물 발생과 폐기에 따른 경제 및 환경적 영향 숙지
-각 환경부문별 물질 유출을 감지, 최소화
-사고시 비상계획

• 효과적 관리

-관리 철저 : 생산 효율 향상과 폐기물 발생 감소
-폐기물 관리의 집중화
-각 부서에 안전·폐기물 관리자 임명
-P2의 효과에 대한 staff 교육
-P2 목표 수립
-P2 평가 작업 실행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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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P2 Program 실행요소 (2)

• 전사원 참여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자유 포럼
-폐기물 저감 방안 제안에 대한 보상

• 생산 계획 및 일정
-1회 생산량 최대화
-제품당 고유장비 지정

-세정 빈도 최소화

• 비용분배 및 회계
-특정 공정 또는 제품당 직·간접 배출비용 산정

-폐기물 발생 조작에 처리 및 폐기물 비용 배정

-특정 공정 또는 제품에 유틸리티 비용 배정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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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Check 사항

• 원료사용, 폐기물 운송 및 저장 비용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여부

• 생산성 증가 여부

• 제품 질 향상 여부

• 법적 요건 만족 여부

• 종업원 건강 및 안전

• 장기적, 잠재적 Liability 감소 여부

• 유사회사의 성과 Check

• 회사의 공공 이미지 향상 여부

• P2 계획에 관련된 국가 정책 고려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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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의장애요인

• 경영진의 무관심

• 재정적 지원의 결핍

•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

• 연구개발 및 설계상 우려

• 프로그램 성공여부 모니터링 실패

• 중간관리자의 결정권

• 조직내 공감대 결핍

• 법적 요건에 대한 혼동

• 경제적 이익에 대한 혼동

• 관료주의적 사항

• P2의 기대성과에 대한 인식 부족

• 다분야/다각적 접근의 실패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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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도금 세척액 회수 AROS(Advanced R.O. system) (HP)

-방법: pH불문 특수 분리막으로 염 농축 및 농축수 재이용.

-효과: 연 $17,000 절약.

• 전자동 PCB도금 system (General Dynamics)

-방법: Spray-rinse형의 전자동 hoist system, 세척조 없앰.

-효과: 세척수량 1/6로 줄임. 이온교환기와 Electrowinning기술로 구리 회수, 
슬럿지 무발생.
연 처리비 $130,000 절약; 투자회수 약 8년.

• 프레온 회수 증류기 (Recylene사)

-방법: 용제탈지 공정으로부터 waste를 증류.회수.

-효과: 초기투자 $270,000, 비용절감은 약 $489,000 따라서
순 $219,000 절감효과 (반년 회수).

• 세정제 대체 (APS Materials Inc.)

-방법: 유독성 TCA를 terpene계 용제로 교체, 가열공정을 추가

세정부품표면의 질 향상.
-효과: 초기투자를 4.5 달만에 회수. 세정제 수명연장 연구 계속.

P2 사례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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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Pont

2.  ICI

3.  3M

4.  Lucent Technologies

5.  IBM

6.  DOW Chemical (Europe)

기술창조 , 꿈의 실현 LG 환경·안전연구원

외국선진기업의환경경영실천사례



40

 환경 관리 실적

-1987~1992   :  발암성 물질 배출 55%, 유독성 물질 배출 45% 저감

-1988~1992   :  17개의 대량 배출 유해성 대기 배출물 33% 저감

-1992 :  제품 파운드당 에너지 사용 38% 감소 (1973년 기준)

지하수 보호 조치 (코노코 정유 주유소에 이중구조

지하저장탱크 설치)

거래선에서 반출된 포장재 30%회수, 재사용

-1993            :   Environmentally Improved Packing Program 

도입(‘95년까지 포장재 25% 절감, ‘2000년까지 50% 

절감목표)

-환경기술개발 :   나일론 직물용 신 염색 공정 개발

(염료 및 화공약품 25%, 용수 및 증기 50%, 

염료배출 90%절감)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1. Du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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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기본 경영 이념 명시

“지구 환경 속에서의 조화롭고 안전한 경영”

-목 표 1 : ICI의 모든 신규공장은 동일 제조 공정을 가동하고 있는

가장 엄격한 국가의 규제기준으로 건설

-목 표 2 : 폐기물 배출 ‘95년까지 50% 저감 (‘90년기준) 

유해 폐기물의 외부처리 중단

-목 표 3 : 과감한 에너지/자원 절감 프로그램 수립/시행

(’93년 : 생산량 대비 에너지 효율 12% 향상, 전체에너지

소비량 18% 감소)

-목 표 4 : 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창조 , 꿈의 실현

2. ICI

LG 환경·안전연구원



유해 폐기물 저감 사례

-올레핀 공장 (호주)     :  폐수중 유기물 94.5% 저감 (‘85년 대비)

-Blackpool 공장(영국) : 냉각 시스템의 부식방지제 Zinc Chromate 대체

-Wilton 공장(영국)      : Chloroform 배출 96%저감 및 공정개선에 따라

50만 파운드 시설투자비절감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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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 폐기물 저감 사례

① Stowmarket 페인트 제조 공장 ( 영국 ) 

-3년간 폐기물 75%절감

-Ultra-Filtration 기술도입, 페인트 찌꺼기와 재순환 용수로 분리,

회수된 페인트 찌꺼기는 저급용 페인트로 판매

② Grimsby ( 영국 )

-배출 Ferrous Sulfate를 Ferric Sulfate로 변환, 폐수처리 응집제로 판매

-부산물 석고를 토양개량제 및 폐광산 복구용으로 판매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44

 3P(Pollution Prevention Pays) 프로그램의 개요 및 실적

-1975년 착수

-오염의 원천에서 부터 배출 감소

-약 600만톤의 배출물 감소와 6억5천만불 비용절감 (당해년도) 

기술창조 , 꿈의 실현

3. 3M

LG 환경·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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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 프로그램의 발전적 전개 -3P Plus

-1988년 공표

2000년 목표 :  오염배출물량의 90%감소 (‘87년 기준 )

폐기물 발생량 50%감소

-대기배출 감소 프로그램

3P Plus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의 계획

총1억5천만불 투입 : 최상급의 기술과 장비 채용, 총 배출 저감 70% 달성

- 2000년 이후 : 전사업장 무 배출 지향

기술창조 , 꿈의 실현 LG 환경·안전연구원



 자체 환경 심사 (1981년부터 시작)

-환경심사의 진행과정

-심사 계획 승인
-시간 계획

-심사팀 구성 (1-3인)

-이전의 기록 및

법규제 사항 진단

-오리엔테이션 미팅
-1~5일간 심사 실시

-초안 보고서 작성

-최종 행동 계획의 개발

-훈련 및 자체심사 제공

-최종 심사 보고서
-적발 사항 추적

-심사 프로그램

평가 설문조사
-종합 환경위원회

검토, 사후조치

심사전 활동 현 장 심 사 심사후 활동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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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Energy Program

· Energy 목표 수립

· Energy Team 구성

· Energy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

· Energy 관련 법령, 규제 동향

파악 및 보고, 게시

Management Plan (1994 ~ 1999)
· 1996년 13개 공장 총 에너지 비용 (전기, 가스, 연료 등) $48.7M

· 1992 ~ 1996 운영 결과

-$2.5M 비용으로 에너지 절감 PJT 수행

-에너지 절감 : 157,500 MMBtu/yr

-비용절감 : $1.6M/yr

-온실효과 감소 : 19,500 ton CO2 감소/yr

· 향후 계획 (1997 ~ 1999)

-$5.5M 비용으로 24개 에너지 비용절감 PJT 수행 예정

-에너지 절감 : 236,500 MMBtu/yr

-비용절감 : $2.5M/yr

-온실효과 감소 : 19,500 ton CO2 감소/yr

· 1999년까지 누적 에너지 비용 절감

-현재 $4.1M/yr

-목표 $5.2M/yr

· 1992년 대비 1999년까지 40% 에너지 절감

-현재 1996년 까지 이미 31% 절감

· 1999년 까지 CO2 50,000 ton 절감

4. Lucent Technologies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환경관리 프로그램

① 환경 경영 시스템

-1967 : 안전 및 환경보전 방침수립

-1990 : 전사적 환경방침 선언문 발표

-그룹 환경부 : 환경전략, 프로그램수립, 집행 책임자로 부사장임명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5.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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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심사 프로그램

-매년 모든 사업장 자체평가 실시

-그룹내 타 사업장 직원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기심사 실시

-매년 6~8개 사업장 선정, 그룹 중앙 환경심사 실시

-자체 설정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사고는 그룹본부에 보고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③ 오염 예방

-토론토공장 (캐나다)  :  새로운 Binding Residue개발

CFC사용중단 및 공정원가 50만불/년 절감

-오스틴공장 (텍사스)  :  회로기판 Wave Soldering 공정개선, 

Flux사용량 50%절감

Isopropyl Alcohol 사용량 80%절감

( Alcohol폐기물 85%절감)

-버링턴공장 :  16MB Memory Chip제조공정개선

(Dry Oxidation 공법)

VOC배출 및 액상폐기물 발생방지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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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중단

- ’89년 7월 :  계획수립

- ’93년 9월 :  CFC사용 전면 중단

- ’93년 12월 :  MCF(Methyl Chloroform) 사용 전면중단

⑤ 화학물질 배출억제

-산업용 화학물질 : ’92년 81% 저감 (’87년 기준) 

-독성물질 배출목록(TRI : Toxic Release Inventory)중

대기배출 90% 저감 (’87년 기준)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⑥ 수질관련 프로그램

-용수절약 : 폐수처리 후 재사용, 냉각수의 재순환

-지하수 오염복구 : ’78년 전사업장 지하수 오염도 모니터링 실시

(5년간 1억5천만불 투자, 오염복원)

’92년 11만 파운드 솔벤트 제거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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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⑦ 제품에서의 환경에 대한 배려 (DFE)

-절전모드채용, 전력소모량 감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모든 플라스틱부품에 재질 표기

-폐기가 용이한 Design

-폐컴퓨터 회수 프로그램 : ’92년 유럽 8개국에서 12,000ton의

폐 컴퓨터 회수 82% 재활용

-폐컴퓨터 하우징과 키보드로 새 키보드를 만드는 Project수행



 환경 관리 프로그램

-공정과 제품의 환경배출 저감

-환경에 대한 제품 책임주의(RC : Responsible Care) 확산

· 실행 매뉴얼의 제작, 배포, 교육훈련 실시

-DOW 의 제품과 폐기물의 가치 재창조

· 폐기물을 다른 제품 또는 다른 공정에 사용

-생태 효율적인 물질과 공정의 개발

· CELTREK Technology : CFC, 발포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 기술

-대중과의 대화와 경청

· 공장공개, 공장견학, 지역사회 프로그램등 외부공개

· DOW 그룹 환경자문 위원회 운영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6. DOW Chemical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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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대

2.  삼 성

3.   L   G

기술창조 , 꿈의 실현 LG 환경·안전연구원

한국기업의환경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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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화 공정개선

그린토피아
환경경영
전 략

•전계열사가오염물질배출감소,청정연료사용확대,
재활용증대,생산시설개선및개조,환경기술개발,
저공해자동차개발등실천가능한목표수립
•오염물질및폐기물에대한관리
•환경기술에대한정보

•환경친화적기업구축과그룹통합
환경정보체제구축
•97년말까지건설계열사모두인증
획득을목표
•98년까지제조업전계열사인증
획득목표
•전사업장의환경경영체제구축
•해외초일류기업의환경관리및
기술에대한자료조사와벤치마킹
을통해그룹의환경경영중장기
계획도수립

•현재의환경비용이기술
내재화및축척을동반
시키는지속발전형기업
추구
•자원재순환형기업구조

지속발전형
기 업

•기업경영과생산활동에환경마인드를적극
도입하여생산전과정은물론원가개념
등을경영적측면고려
•청정소비패턴의창출
•그린인센티브(비오염자수혜의원칙)

•환경대책반을운영.폐기물자체
소각장을운용,협력업체의환경개선
활동을지원
•오염물질및폐기물에대한관리
•근로자의환경에대한인식을바꾸고
환경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해
그룹차원에서환경경영상을제정
•환경연구원의 MBA 코스연수

환경정보화
•계열사별정보를모아내는수평정보체제
•생산공정별환경정보를 (시간에대하여) 수직적으로모아내는 LCA(전과정평가)를통한
수직정보체계
•계열사별로분산된환경관리, 환경기술, 환경교육에관한정보를모두취합해환경통합
데이터베이스로활용하고무환경사고작업장을실현
•지역공동체와의조화및환경정보를통하여소비자및시민과투명하고건설적인관계를
구축
•그룹통합폐기물처리프로그램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현대그룹-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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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전자 : 폐Chemical에 대한 재사용시스템 및 폐수재이용 시스템

-성과:
1) 용수공급량 대비 30%의 용수를 재사용
2) 고농도 폐수를 재생하여 공정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운영 (1997)

재활용 장비현황 및 운영실적 (단위: 톤/년)

구 분 보유현황 ‘96년 실적 ‘97년 실적

H2SO4 REPROCESS SYSTEM 11대 725 1,694

IPA REPROCESS SYSTEM 11대 97                      188

DI RECLAIM SYSTEM 6대 2,670,000 3,146,000

페수 RECLAIM SYSTEM 1대 - 1,447,000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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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전자 : 환경성과 평가

♦ 성과

• 41개 환경지표에 대해 적용 전년대비 약 18%의 환경개선도를 나타냄

-운영분야 4항목 27개 지표

-경영분야 5항목 14개 지표

♦ 내용

• 환경성과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적인

환경성과 (EPE:Env. Performance Evaluation)시스템을 개발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 (각 분야의 성과지표 설정)

-운영분야 (제품생산 및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평가

-경영분야 (경영활동의 환경사항을 반영)에 대한 평가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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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미포조선 : 사업장 녹화

-회색빛 담장(1km)을 녹색으로 바꿈

-가이즈까향나무를 식재 (1천여 그루)

-환경동산 조성 (7백여 주의 수목 및

휴식공간)

-정문 및 경비실을 화강암으로 장식

-미니공원 조성 (정문 주변)

-폐드럼통 100여개를 활용한 대형화분

설치

총
투
자
비

3
억
여
원

-회사 이미지 제고

-수출계약, 수주

활성화에 기여
(바이어들에게
회사의 신뢰성을
심어줌)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IMF극복을 위한

성공적인 공격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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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류관리를통한
사전예방

제품전생애책임주의
실현 (환경친화제품개발)

제품의
녹색화

공정의
녹색화

경영의
녹색화

사업장의
녹색화

•청정생산방식의도입
•폐수무방류시스템구축
•에너지 5%/년지속적감축
•폐기물의 D/B화구축
•정량화기법도입으로경영이익도출

•ISO14000인증취득
전사업장확대

•환경친화적기업지정
전사업장확대

•그린마케팅
•환경친화적사업
개별획득
•환경경영정보의 D/B화

경영성과의
지속적개선

(그룹녹색경영보고서발간)

녹색경영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녹색화

•그린디자인설계(DFE)
•전과정평가(LCA)기법
확대적용

•그린마크획득

•실효성있는대외협력활동추진
•지역사회와의공동연구
•1사1하천관련그린파트너쉽추구
•환경자매학교운영, 대학교와연계한
환경운동

지역사회와의
그린파트너쉽

무공해,무재해,
무질병의 3無사업장

(그린오피스운동전개)

삼성그룹-실천전략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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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종합화학 서산사업장 : 폐가스 재이용

-LLDPE 주반응기로부터 발생하는

폐가스를 유틸리티 공장의 보일러로

이송하는 배관 설치

-이 폐가스를 다시 보일러의 연료로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춤

(시간당 0.3톤의 폐가스를 재활용)

-에너지 절감

#년간 1,590TOE의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

(1억5천9백만원)

-환경 개선

-삼성종함화학은 대단위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운영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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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코닝 수원사업장 : 폐수 무방류

폐수를 TV브라운관 생산의 연마공정에

서 세척수로 이용하였는데, 이 세척수는

COD, SS가 4-5ppm 수준으로 양호하

나, 연마공정에서 제품표면에 흠집불량

을 내는 원인이 됨.

-용수 비용 절감

(158백만원/년)

-하수도세 15% 절감

(18백만원/년)

-방류수 재이용으로

용수부족 해결

-폐수무방류 실천

으로 기업의 환경

투명성 확보

역삼투압(R/O)방식을 이용, 상수도

수준의 양질 용수 생산하여 공정에

재 이용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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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 용접 Fume 제로화

-용접흄 발생농도가 법기준치 위협

-직업병 발생 가능성 농후

-반자동 용접으로 인해 허리굽힘 작업

의 과다로 요통이 수반

-생산성 저하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53%에서 100%로 증가)

-비용절감 (연간 35억원)
(자동화시스템으로
작업인원 최소화)

-용접흄 발생농도가

법기준치의 50% 미만

수준인 2mg/m3으로

개선

투
자
비: 
14
억

원

-집진기 2세트
-용접헤드
-이동장치

-자동용접기로 대체

-원형토치부분에 원형덕트관을

설치하여 배기효율 극대화

-송풍량을 증가시켜 용접흄의 발생

농도를 저감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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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 , 꿈의 실현 LG 환경·안전연구원

LG 그룹의환경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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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ommunity Local Community 

ESSD

Global CommunityGlobal Community

LG 21세기 환경경영 전략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Green
Technology

Green
Production

RecycleRecycle

P2

LCALCA

DfEDfE

E.S.H.E.S.H.

ReuseReuse

Green
Marketing

Green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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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전자 창원2공장 : 환경개선 방향

변혁방향도출을 위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사고로...  

환경오염물질은
소모품이다.
그래서 무조건
버린다

환경오염물질은
생산부품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Paradigm Shift

환경오염물질을 
원류적으로
관리하려면...

지금은 앞으로는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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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G전자 창원2공장 : 용수/폐수 등급 설정-재이용

-세척공정에서 순수 및 일반공업용수를

1회 사용 후 배출

-제품 품질향상 목적으로 용수 과다 사용

폐수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폐수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문제 초래

폐수처리장 증설 요구

-용수를 6등급으로 분류

-공정배출수의 등급 Map 작성, 관리

(공정유입수 수질등급 설정)

-배출수 재이용

-폐수처리 비용절감

(2.8억원/년)

-용수 절감량
(1일 1400톤 절감)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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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화학 청주공장 : 폐수 무배출 신공법 개발

-18억원의 투자비와 운영비

절약

-폐열을 이용한 증발처리는
따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

-폐수가 발생하는 데 따른
환경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게 됐으며 오염예방
으로 생산현장에서 사고도
줄일 수 있게 됨.  

(‘97년 상반기)

(‘97년 하반기)

(‘98년)

(‘99년)

-세척방법 개선
-공정 개선
-재활용과 관로 합리화

-유기폐수 발생 축소
-무기폐수 재활용

-폐가스 소각 (30ton)
-폐열활용 증발처리 (38ton)

하루 510ton 폐수 배출

하루 150ton으로 감소 (71%)

하루 68ton으로  감소

폐수 배출 ‘0’ 달성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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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지구환경보전을위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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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상반된 목적
환경 보전 논리 경제/개발 논리

ESSD 개념 도입/실천

LG 환경·안전연구원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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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환경 개념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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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과제

물질문명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思考)

정신생활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개념과

마음가짐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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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LG 환경·안전연구원

권 리 의 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

인식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된 삶 제공

-권리와 의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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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전략 (국가)-

LG 환경·안전연구원

환경부하를

주는 경제,

사회 활동

분석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획

수립/실행

Pollution
Prevention

국 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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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인식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기 업

- 삶의 질 (생활환경) 향상

- 국제적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투자

그린디자인

P2

LG 환경•안전연구원기술창조 , 꿈의 실현

-실천 전략 (기업)-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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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에 부하를 줄이기 위한 그린디자인 실천 방안

대 상 실천방안

환경친화적
원재료

•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원료로 한다.
• 희소동물/희소자원 등을 원료로 하지 않는다.
• 자연파괴와 관련된 원재료를 쓰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제조

• 가능한 한 유해물이 나오지 않는 제조공정을 이용한다.
•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제조공정을 이용한다.

환경친화적
사용

•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환경부하를 주지 않는다.
•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다.
• 사용 중에 유해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폐기

•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 처리 곤란한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 포장을 간소화 한다.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실천 전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