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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92년 6월환경경영체제구축을통해환경오염사고를예방하고, 지속적인개

선을위한‘환경방침’을발표한데이어1996년5월「녹색경영」을선언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녹색경영」은환경·안전·보건을기업경영활동의핵심요소로인식하고이를적

극추진함으로써인류의풍요로운삶의구현과지구환경보전에동참하겠다는의지의표현입

니다. 이는또한환경안전을바탕으로한경영활동과환경친화적인제품의개발, 자원및에너

지의효율적사용, 사원들을위한쾌적하고안전한사업장구현, 그리고고객및지역사회와의

공존공영기반구축을통해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겠다는약속이기도합니다. 

이를위해삼성전자는경영·제품·공정·사업장·지역사회녹색화라는체계아래다양한녹

색경영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실천해왔습니다. 그 결과환경안전관련국내외인증취득은

물론, 환경친화제품개발과획기적인공정개선을이룩했으며, 세계에서가장안전한사업장으

로기네스북에등재되는등세계적인환경안전초일류기업으로인정받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삼성전자는생명외경사상과녹색경영철학을바탕으로인류의건강과자연보전에기

여할수있는세계최고의제품과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할것이며, 환경친화적이고안전하며

쾌적한사업장을만들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나갈것입니다. 또한자연생태계를지키

면서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는기업활동을통해사랑받고존경받는기업, 고객과함께하는

기업으로자리매김할것입니다. 

이「녹색경영보고서」는삼성전자의환경·안전·보건부문에걸친녹색경영추진활동의면면

을고객과투자자, 거래선및관심있는모든분들께제공하고대화하기위한수단으로발행하

고있습니다. 이보고서가삼성전자의녹색경영활동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되기를바라

며, 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조언을겸허히받아들여향후녹색경영

활동에적극반영할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대표이사부회장윤종용

CEO 메시지



LCD 패널공정개선으로폐기물발생량절감

LCD 생산 과정에서 순수 폐기자재 증가에 의한 토

양 오염을 막기 위해 패널 디자인을 변경하고

COF(Chip On Flex) 필름을 적용하는 등 공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게이트 PCB(회로기판)와 소

스 PCB 중 게이트 PCB를 제거하여 PCB는 30%,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 이방성전

도필름)는 20%를절감하고제품불량발생및재작

업시발생하는PCB와ACF의폐기량을줄이는효과

를얻었습니다. 

기흥사업장, 무재해50배달성

한국 반도체의 메카인기흥사업장은 집중적인투자

와 관리를 통해 무재해 50배(2억 1,160만 인시)

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세계 안전관리

최우수업체로 인정받아 1999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공식 등재되었

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안전협회 기관

인 National Safety Council로부터 철저한 보건

활동 및 무재해 50배 달성의 기록을 인정받아

2000년 11월 Presidential Special Award를

수상했습니다. 

녹색경영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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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대상, 맑은물대상수상

온양사업장은전임직원이무사고, 무질병, 무공해사

업장 실현을 위해 오폐수 방류구에‘원격환경측정감

시망’을설치하는등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각종 인증 취득을 통해

다각적인활동의성과를인정받고있습니다. 특히 노

동부가주관하는안전경영대상수상과환경부가시상

하는 맑은물 대상 수상은 세계 속의 안전사업장으로

우뚝설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수원사업장, 생산자재활용제자발적협약체결

전자제품사용의보편화와첨단디지털제품의공급으

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전자제품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위해정부와전자업계에서는생산자재활용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발적 협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자·정부·기업이

역할과책임을합리적으로분담하여폐기되는전자제

품을환경친화적으로해체함으로써자원의절약과재

활용향상에기여할수있게되었습니다.

1999.09~
2001.08



환경상품전2001 참여

삼성전자는당사에서수행하는친환경적인제품개발

활동과해당제품의홍보를위하여환경부와산업자

원부 등에서 후원하고 환경마크협회 등에서 주관한

환경상품전2001에참여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냉

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모니터, 프린터

등환경친화제품및에너지절약제품13개모델, 포

장재 개선사례, 폐스티로폼 재활용기술을 전시하였

고 녹색경영정보시스템(GMIS)과 LCA 소프트웨어

를 전시하였으며, 아산 리사이클링센터의 홍보영화

를상영하여좋은반응을얻었습니다. 

전사업장환경친화기업지정및재지정

2000년 9월 천안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 인증을 받

음으로써 삼성전자 전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사업장들은 환경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실시하여 청정기술의 개발, 재활용시스템의

구축, 청정연료대체등의성과를인정받아환경친화

기업으로재지정되었습니다. 

ISO 14001 & OHSAS 18001 인증취득

ISO 14001(환경경영체제)과 OHSAS 18001(안

전보건경영체계)의통합운영을목적으로환경안전

규정과표준을재정비하여 1999년 12월반도체(기

흥, 온양, 천안) 사업장들이 OHSAS 18001 인증

을 받았고, 2000년 11월에는 수원사업장이 ISO

14001과OHSAS 18001 인증을동시에취득하였

습니다. 삼성전자는 ISO 14001 과 OHSAS

18001의 통합인증을 받음으로써 환경경영체제와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범세계적인 녹색 사

업장으로인정받게되었습니다.

구미사업장, 환경경영대상수상

이동통신 교환기, 정보통신기기, HDD 등을 생산하

고 있는 구미사업장은‘참여하는 환경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2000년 6월 환경

부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선정하는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선언’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위한완벽한인프라를구축해온구미사업장

은환경문제에대해원류관리의개념을적용시켜감

소가아닌예방을위한활동을펼쳐오고있습니다. 

삼성전자프린터그린마케팅대상수상

삼성전자의 레이저프린터ML-6060 모델은 뛰어난

에너지절감효과와함께동작중발생하는오존량을

기존 대비 1/50로 줄였으며, 소음 발생도 감소시킨

뛰어난 성능의 환경제품입니다. 또한 일체형 토너

카트리지를 채용하여 폐토너 외부 방출을 방지하는

등그뛰어난기능을인정받아 2001년환경부가수

여하는 환경경영대상 그린마케팅 대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반딧불이살리기운동

환경오염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천연기념물 반딧

불이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와 그 서식생태

계를보호하기위해 1999년부터반딧불이생태계에

대한연구와홍보를전개하고있으며, 수원시에위치

한 광교산에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를 방사하는

등반딧불이살리기운동을펼치고있습니다. 

초록별동요제개최

삼성전자는 1985년부터동요보급차원에서 YMCA

와 공동으로 매년 초록별동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초록별동요제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로

동요축제의장이되고있으며, 특히동요보급차원에

서뮤지컬과연계하여어린이들에게동요에대한관

심과흥미를유발시키는등친근감있는행사로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동요 알리기 초록기자단’

을운영하여아름다운동요를발굴하고이를널리알

리는데도커다란역할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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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환급금전달식개최

무사고환급금(No Claim Bonus)이란 1년간 화재

및풍수해등의사고가단한건도발생하지않은사

업장에 화재보험료의 5%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삼성전자 전 사업장은 약 18억 원의 무사고 환급금

을 받아 무사고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였습니

다. 또한무사고사업장구현에공이큰임직원에대

해공로상을수여하고그노고를치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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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방침
삼성전자는생명외경사상을바탕으로사람과자연을존중하는기업활동을통하여인류의풍요로운삶과지구환경보전에이

바지한다. 이에국내외모든경영활동에서환경ㆍ안전ㆍ보건을기업경영의주요소로인식하는녹색경영을적극실천하여21

세기를선도하는녹색기업이되고자한다. 

1. 환경안전경영시스템운영

회사의모든활동, 제품및서비스에서발생하는환경ㆍ안전ㆍ보건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환경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효과적으로실행한다. 

2. 지속적인환경안전개선

개발, 구매, 제조, 판매, 물류, 사용, 폐기까지의모든활동에서발생할수있는환경오염과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

자원의투자및기술을적극개발ㆍ적용하여지속적인개선을추구한다. 

3. 오염물질배출및환경안전사고최소화

환경안전에대한신기술도입및개선을통해환경오염물질발생을최소화하며, 환경안전사고위험을최소화한다. 

4. 법규준수

환경안전관련국내법규와국제협약을준수하고법적기준보다엄격한내부기준을제정하여이를충실히이행한다. 

5. 제품으로인한환경안전영향개선

제품의개발, 제조, 사용, 폐기까지전과정(Life cycle)에걸쳐환경안전영향을최소화한다. 

6. 공개적환경안전경영

환경안전경영시스템운영을위해임직원에게교육및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 회사의환경안전경영활동의

성과를담은녹색경영보고서를발간하여이해관계자에게공개한다. 

2001. 9. 1

대표이사부회장윤종용



삼성전자는녹색경영을통해환경·안전·보건에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을적극적으로실천함으로써협력업체는물론

지역사회가 모두 발전하는 상생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에도 녹색경영을 확대 적용하여

국제적으로도환경·안전·보건을중시하는기업으로인정받고, 인간과자연이조화를이루는풍요로운21세기를선도할

것입니다.

녹색경영체계

08 | 경영의녹색화
정보공개를통한지속적개선

13 | 제품의녹색화
제품전과정책임주의실현

21 | 공정의녹색화
청정공정기술의구현

24 | 사업장의녹색화
3무(無) 사업장구현

29 | 지역사회의녹색화
그린파트너십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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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1996년5월이후환경·안전·보건에관한기업의사회적책임을깊

이 인식하고 전 사업장의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녹색경영의 원리를 적용하고

체계적인환경안전경영시스템을통해환경정보를공개하는열린경영으로기업

의신뢰도와공영성을높여나가고있습니다.

Greening of Management



전사녹색경영위원회운영
사업장별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전자의‘녹색경영위원회’는 녹색경영을

위한중장기전략및세부목표를수립하고, 그성과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경영의녹색화에중추적인역할을해오고있습니다. 

전사단위의녹색경영전략수립및운영을위해매월사업장별로개최되는녹색경영위

원회는임원및부서장이참석하여환경안전경영시스템운영실적에대해심사하고환경

안전에대한전략과이행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현안문제점을논의하고더욱발

전적인결과를도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국내외인증취득
삼성전자는‘녹색경영을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라는 경영방침 아래 지속적이고 과감

한활동을펼친결과국내외관련인증과표창을수상하는등녹색기업으로서의위상을

확고히다지게되었습니다.

환경안전국내외인증

1999년천안사업장이국제환경인증인 ISO 14001을받음으로써모든국내사업장이

ISO 14001인증을받게되었습니다. 또한꾸준한지원과노력의결과로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중국등이미8곳의해외사업장들이 ISO 14001 인증을취득했으며앞으

로도그수는계속늘어날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OHSAS 18001(국제 안전보건 경영체계) 인증과 KOSHA

2000(국내 안전보건경영체계) 인증의 취득은삼성전자의녹색경영이세계의인정을

받은것이며꾸준히추진되고있는경영의녹색화에한걸음더다가서는계기가되었습

니다.

환경안전초일류기업으로발돋움

1999년 9월‘세계에서가장안전한사업장’으로기네스북에공식등재된삼성전자

는‘안전보건초일류기업달성’이라는목표아래지속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

다. 이에 2000년 12월에는기흥사업장이무재해 60배(2억 8,960만인시)를달성

하여명실공히최고의안전사업장으로평가되고있으며또한환경친화기업지정, 환

경경영대상수상, 안전경영대상수상등환경안전에대한초일류기업으로의발전을

계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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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녹색경영위원회’는녹색경영전략을

수립하고성과를평가하여더욱발전적인방향을

모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삼성전자는세계에서가장안전한사업장으로

기네스북에공식등재됨으로써세계속의

녹색기업으로거듭나게되었다.

사업장

SDMA
SEMUK
SIEL
TSEC
SEMEX
TSED
SAS
SEDA
TSE

사업장

수원사업장

기흥사업장

온양사업장

구미사업장

광주사업장

천안사업장

●국내사업장 ISO14001 인증취득현황

●해외사업장 ISO14001 인증취득현황

국가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중국

멕시코

중국

미국

브라질

태국

인증취득일

1999년 8월
1999년 11월
2000년 6월
2000년 9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1년 10월(예정)

인증취득일

1996년 10월
1996년 9월
1996년 9월
1996년 11월
1996년 10월
1999년 6월



과학적인환경안전시스템
삼성전자는공정안전관리, 사전평가, 전산화 등기업활동의전반에걸쳐환경안전시스

템을운영하고있으며이를통해발생하는미비점을지속적으로연구·보완하여발전적

개선을거듭하고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공정설비에서 예측되는 모든 위험상황을 감안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안전관리기법인공정안전관리(PSM)를적용하여위험성평가에서부터비상시

대응까지철저하고완벽한절차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유해·위험물질이취급되는

공정에서독성물질의누출, 폭발, 화재등의사고를예방하기위한기법으로다양한위

험성평가분석기법을통해위험요소를발견·개선함으로써근원적인안전을확보하고

있습니다.

위험물보관 JIT체제구축

JIT(Just In Time)는 구매 혁신을 위한 무재고 관리시스템으로 통합적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을위해, 제조업체를중심으로원자재공

급업체또는판매업체와의밀접한정보공유를통한재고및구매혁신을달성하기위한

정보시스템입니다. 구미사업장은 위험물 보관체제에 JIT개념을 도입하여 위험물의 창

고내보관량을최소단위로줄임으로써위험요인을감소시키고사고발생시인적·물적

자원의피해를최소화하고있습니다.

TMS System 운영(TMS : Telemetering System)

삼성전자전사업장은미래지향적인환경관리의일환으로 1995년부터폐수처리장의

배출오염물질농도를자동으로계측하여정보를제공하는환경감시시스템(TMS)을구

축·운영해왔습니다. 또한원격지측정시스템을더욱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해폐수처

리장과 방재센터, 환경안전 관계자, 관공서, 지구환경연구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TMS

Web System을구축하여그효과를극대화하게되었습니다.

녹색경영정보시스템(GMIS : Gree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인트라넷기술을활용하여1998년최초로개발된녹색경영정보시스템(GMIS)은기업

의환경안전업무를총체적으로지원하고관련정보를체계화하여경쟁력향상및전략

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오염물질을 발생원별로

목표관리하고, 배출오염물질을저감하기위한동기를부여하며, 환경안전관리에소요

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환경안전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신속한의사결정을지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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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환경관리를위해환경감시시스템

(TMS)을구축·운영하고있다.



또한규정관리, 방침, 목표, 영향평가등의정보관리를통해 IS0 14001의사후관리에

활용되고있으며반도체부문의 PFC(Per Fluoro Compounds), 에너지, 화학물질

과같은반도체산업의국제규제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초정보를확보하고환

경안전업무의표준화로업무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있습니다.

아울러기업의환경안전개선활동(P2 Project-Pollution Prevention)을활성화시키

고구체적인환경개선목표를설정하고평가하는목표관리를실현하고있습니다. 또한

환경성과평가(EPE), 환경회계(EA) 등 국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인환경안전경쟁력을제고하여 21세기선진환경안전사업장건설의기틀을마련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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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정보시스템



설비사전안전인증활성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S마크)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

설계제조를위한제조자의품질관리체계를심사하여안전인증기준에부합하는경우에

만인증되는것입니다. 삼성전자반도체사업장에서는S마크를취득한설비만을구매·

사용함으로써근원적인안전성을확보하여각종환경안전사고를예방하고있습니다. 

환경안전체험관개관

재해없는사업장을만들기위한개선에전력을다하고있는수원사업장과기흥사업장

은1991년부터운영해온환경안전체험관을보완하여1999년6월기흥사업장환경안

전체험관과2001년3월수원사업장안전환경체험관을개관하였습니다. 제조현장을축

소해놓은안전보건체험관과인간공학체험관, 환경체험관, 인터넷을이용한원격감시시

스템과소방시설의원리를작동해볼수있는안전활동체험관등으로구성되어있는환

경안전체험관은안전한사업장구축을위한선봉역할을하고있습니다.

연구및교육

환경안전의국제표준화및전문화요구에부응하기위해해외사업장별전문인력과활

발히교류하고있으며, 이를통해사업장환경안전업무의Global Standards 구축및

인력교류를활성화하여초일류기업으로발돋움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 각사업장의

환경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임직원에게 환경안전에

대한의식을심어주고있습니다.

무사고환급금제도(NCB : No Claim Bonus)

삼성전자는지난 1년동안안전관리를철저히이행하여화재및풍수해등단한건의

물적손실사고도발생하지않은사업장에화재보험료의5%를환급하여주는무사고환

급금제도(NCB)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제도는더욱안전하고쾌적한사업장을만들

어나가려는삼성전자의의지로약18억원을환급받았습니다.

이외에도다양한자체시상제도를도입·운영함으로써전임직원에게자율적인환경안

전개선의지를함양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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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환경안전개선의지를함양하기위하여

화재보험료의5%를환급하는무사고환급금

제도를운영하고있다.

환경안전초일류기업으로발돋움하기위하여

환경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임직원이 직접사용해보고환경안전의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환경안전 체험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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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제품개발시성능, 가격, 품질, 디자인외에‘환경’이라는요소를추

가하고 제품의 원료물질 채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 동안

제품의조립성, 분해성, 재활용성및서비스성과함께환경성을고려함으로써친

환경적인제품개발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전개하고있습니다.

Greening of Products



1996
LCA방법론검토

기본물질데이터베이스구축

전자레인지LCA수행

1997
LCA방법론구축

목록분석데이터베이스추가구축

TV,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LCA 수행

1998
설계자용LCA 소프트웨어개발

부품데이터베이스구축

PC, DRAM LCA 수행

1999~2001
설계자용LC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환경친화제품을위한최적의

설계절차확립

레이저프린터, 청소기LCA 수행

폐가전제품폐기공정에대한

LCA 수행

친환경제품개발을위한설계지원Tool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실시

전과정평가(LCA)는제품의전과정에대한환경성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과학적인기

법으로삼성전자는이를통해각제품별로환경적취약부분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과정평가는 1995년 전자레인지에 처음 적용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TV·모니터·냉장고·에어컨·세탁기, 1998년에는 데스크탑 PC와

노트북PC및반도체DRAM과 IC에도적용하였고, 1999년에는레이저프린터, 2000

년도에는청소기에대한전과정평가를수행하였습니다.

전과정평가로 나타난 취약점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자체 개발한 설계자를 위한 전과정평가 소프트웨어 SPEED(Simplified LCA

Program for Effective Eco-Design)에 적용함으로써설계자가제품개발시전과

정의환경성을고려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조립, 분해, 재활용및서비스성을고려한설계

(DfA/D/R/S : Design for Assembly/ Disassembly/ Recycling/ Service) 

DfA/D/R/S 기법은제품의조립성, 분해성, 재활용성및서비스성을평가하고개선하

기 위한 설계 기법으로 1995년 세탁기·TV·냉장고, 1996년 전자레인지, 1997년

청소기, 그리고1998년에는모니터를대상으로이기법을적용하였으며, 1999년에는

프린터·컴퓨터·청소기·에어컨·비디오, 2000년도에는 휴대폰에 대해서까지

DfA/D/R/S 기법을확대적용하였습니다. 

또한DfA/D/R/S Tool을빠르고쉽게적용할수있도록3D-CAD시스템및제품정보

통합관리시스템(PDM : Product Data Management)과의통합을추진하는등기

존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고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LCA 소프트웨어와함께

제품의환경성개선을위해제품설계단계에서활용되고있으며, 동시에원가절감을실

현할수있도록DfC(Design for Cost) 모듈을추가로개발하고있습니다.

각종마크(환경마크, 에너지마크)의취득
국내환경마크취득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레이저프린터에대해국내환경마크를취득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환경마크를취득한레이저프린터ML-6060모델은에너지절감효과가뛰어

날뿐만아니라동작중발생하는오존량이기존대비 1/50로줄었고, 소음발생도현

격히감소되었습니다. 또한일체형토너카트리지를채용함으로써폐토너가외부로방

삼성전자의제품들은에너지고효율과환경성을

인정받아에너지절약마크및환경마크를부착하고

있다. 

도입

단계

확대

적용

단계

시스템

구축

단계

●전과정평가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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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않는획기적인구조로환경부와매일경제신문사주최로수여하는2001년‘환경

경영대상그린마케팅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

해외환경마크취득

삼성전자는해외로수출하는모델에대해서해당국가의환경마크를취득함으로써해외

에서도제품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습니다. 특히모니터의경우국제환경마크인스웨

덴의TCO 95, TCO 99를취득하여환경제품으로서의기능성을인정받았습니다. 

각종에너지마크취득

세탁기의 경우 전 모델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하였으며 에너지 절약마크

대상품목인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텔레비전, VCR, DVD 플레이어, 오디

오에대해서도해당마크를취득하고있습니다. 특히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세탁기의

경우에는미국EPA의Energy Star마크를취득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형제품개발
냉장고

세계최초로타원관에독립Fin을적용한SOFT(Split, Oval Fin & Tube) 증발기를

개발하여 열교환 효율 30%, 제상 성능 12%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OFT 증발기는독립Fin 증발기의엇갈림배열타원냉매관을적용함으로써열교환성

능을개선하여냉장고전체소비전력중3%를절감하였으며, 크기도기존의증발기보다

30% 정도축소했습니다. 이 SOFT 증발기를채용한냉장고는높은기술수준을인정

받아과학기술처가수여하는KT마크(국산신기술인정마크)를취득하였습니다.

세탁기

삼성전자의세탁기는인버터모터채용으로소비전력을 40% 절감시켜각종히트상품

으로선정되었고,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으로부터는에너지위너상을수

상하기도했습니다.

인버터모터는전압주파수가변속제어방법(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으로 인버터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인버터 회로가 내장된 부품인 IPM(Intelligent

Power Module)을이용하여인버터구동회로효율의향상은물론감속기어적용으로

모터구동장치의효율을향상시켰습니다. 또한세탁시사용되는물의양을 25% 절감

할수있는구조의세탁조를채용하였고, 국내최저소음을실현(세탁시 : 37dB, 탈수

시: 42dB)하여고객만족대상을수상했습니다.

●증발기의콤팩트화

모니터의경우TCO 95, TCO 99를취득하여

제품의탁월한환경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았다. 

레이저프린터ML-6060모델은절전성과토너

재활용, 소음감소등의친환경성을인정받아

2000년국내환경마크를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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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대기전력(Stand-by Energy) 제로기능의 전자레인지 RE-

MF70을개발하였습니다. 이전자레인지는조리완료10분후자동으로전원이완전차

단되어사용하지않을때낭비되는에너지를절약할수있게하였습니다. 또한조리중

에자동으로켜지는조리실램프를On/Off할수있게함으로써에너지소비량을절감

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모니터

일부특수용도의모델을제외한전모델의모니터는세계에서가장엄격한규제치인유

럽내에너지규격 E2000 규격을만족시켰습니다. 특히 15인치 LCD 모니터인GH15

계열의경우기존에2.5W였던대기전력을1.5W로감소시킴으로써40% 감소효과를

보였고, 17인치96kHz CRT 모니터인PN17계열의경우에는동작시의소비전력면에

서기존동급모델의소비전력100W를75W로25% 감소시키는데성공하였습니다.

컴퓨터

삼성전자는컴퓨터의소비전력을120W 이상에서40W 이하로낮춰60%의절감효

과를 실현하였으며 비작업 상태에서도 초절전모드를 적용함으로써 대기상태의 소비전

력을90% 절감하는데성공, 사무기기부문에너지위너상을수상하였습니다.

VCR 

VCR은소비전력절감회로설계를통하여사용시에너지소비량을절감시켰을뿐아니

라초절전모드시 MICOM 전원을제외한대부분의회로에서전원을차단함으로써대

기모드의소비전력도감소시켰습니다. 특히 SV-G1000 모델의경우기존모델의대기

모드소비전력이2W이었던것을0.7W로낮추었습니다.

전자레인지RE-MF70은국내최초로개발된

대기전력제로기능으로낭비되는에너지를

절약할수있다. 

인버터모터를채용한삼성전자의세탁기는

획기적인성능으로고객만족대상을수상했다.

Energy Saving Zone

●초절전Flow

삼성전자의VCR은소비전력절감회로설계를통

해에너지소비량을혁신적으로절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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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대체
냉장고, 에어컨의 CFCs 대체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냉매로 사용되던 CFCs대신 HFC-134a를 사용하고 발포제

로는싸이클로펜탄을적용하기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는이를냉장고전모델에적

용함으로써오존층파괴방지에앞장서고있습니다. 또한천연냉매인이소부탄(R-600a)

을사용한냉장고를개발하여유럽에수출하고있습니다. 이냉장고는자체개발한고효

율압축기와고효율간냉식냉각시스템을적용해소비전력을혁신적으로낮추는데성공

하였고유럽의에너지효율등급에서A등급을획득함으로써수출확대에도크게기여하

고있습니다. 

삼성전자는에어컨에HCFC-22냉매대신오존층을파괴하지않는HFC계냉매인 R-

407C와R-410A를적용하여생산하고있습니다. 1994년부터대체냉매를이용한에

어컨개발에착수한삼성전자는1995년1차, 1997년2차, 1998년3차, 1999년4차

의Field Test를거쳐신뢰성을확보하였으며, 1998년에는대체냉매R-410A를적용

한분리형10평형에어컨을생산하여국내최초로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신기술마

크인KT마크를획득하였습니다. 또한R-407C를적용한유럽향분리형에어컨과창문

형에어컨을 2001년 3월과 4월에출시하였고, 2001년에는 R-407C를 적용한유럽

향카세트에어컨과R-410A를적용한유럽향분리형에어컨을유럽시장에출시하였습

니다.

납과할로겐화합물을사용하지않는그린반도체

삼성전자는인체및환경에유해한납(Pb)과 할로겐화합물(염소, 브롬, 안티몬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환경친화형 메모리 모듈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린 반도체는

128MB SD램과256MB모듈에우선적용되는데특성시험, 수명시험, 환경시험등에

서우수한결과가확보됨에따라반도체전품목으로확대적용될예정입니다.

이번제품은패키지단자의도금물질과솔더페이스트(Solder Paste)에서납을완전

히제거한것으로, 패키지성형수지와회로기판에서할로겐화합물을일체배제시킨것

이특징입니다. 그동안여러업체가 납성분을제거한제품을개발했지만, 할로겐화합

물까지제거한반도체의개발과양산에성공한것은삼성전자가세계최초입니다. 

할로겐난연재의미사용

독성과부식성이강하여인체및환경에큰영향을미치는할로겐화합물을사용하지않

기위해할로겐난연재를인계난연재등으로변경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 또한할로겐

이함유되어있지않은Halogen free PC Board의적용을위해노트북PC를대상으

오존층에영향을주던기존냉매대신이소부탄,

HFC계냉매등환경친화적인대체냉매를개발해

냉장고와에어컨에적용하고있다.

세계최초로납과할로겐화합물이완전히제거된

환경친화형그린반도체를개발하여제품생산에

적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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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존제품대비동등수준이상의성능을가진다층인쇄회로기판을개발했습니다. 

자원절약을위한개선활동
모니터

삼성전자의모니터는부품수의절감및제품의콤팩트화를통하여자원절약을위해노

력하고있습니다. 17인치96kHz CRT모니터중PN17계열의경우기존모델대비부

품수는 29%, 무게는 13.7% 절감하였고제품외관디자인을최소화함으로써유통시

의운송적재대수를최적화하여63%의향상률을달성하였습니다.

컴퓨터

DRAKE모델의경우기존729종이던부품수를 390종으로감소시켰으며부품의공용

화율도70%에서85%로향상시켰습니다. 또한제품의콤팩트화를통하여자원절약을

실현하고있습니다. 

프린터

레이저프린터의 경우 전과정평가 결과 토너 카트리지의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문제중하나임을밝히고토너의사용을30%정도절약할수있는Toner Save

기능을채용하였습니다. 또한Power Save Key를누르면즉시절전모드상태로전환

되는Power Save기능과용지한장에여러페이지를인쇄할수있는Paper Save기

능을통하여자원절약을추구하고있습니다.

LCD 패널

LCD생산과정에서의순수폐기자재증가에의한토양오염을막기위해패널디자인을

변경하고, COF(Chip On Flex) 필름을적용하는등공정을개선하였습니다. 특히게

이트 PCB(회로기판)와 소스 PCB 중 게이트 PCB를 제거하여 PCB는 30%,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 이방성전도필름)는 20%를절감하고제품

불량의발생이나재작업시발생했던PCB와ACF의폐기량을줄이게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포장재개발
폐스티로폼의재활용

제품포장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산학과제로‘물리적 방법에

의한폐스티로폼의환원방법’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는기존폐스티로폼

변경전

변경후

●LCD 패널디자인변경에따른자원절약

●컴퓨터의콤팩트화설계

97X385X384mm
(M6300) 

85X320X316mm
(M1100)

225X85X335mm
(M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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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 완충재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폐스티로폼을 다시

스티로폼완충재로재활용하기위한획기적인연구로, 비가열압축식감용기에의해스

티로폼의물리적성질이유지되게하는것이특징입니다. 

포장재의사용량절감

컴퓨터시뮬레이션을이용해제품의취약부위를파악하고최적의완충재구조를실현하

여스티로폼완충재의사용량을절감하고있습니다. 특히AS-410모델에어컨에사용된

완충재의경우180g 정도가소요되던것을148g으로18% 절감하였습니다.

친환경포장재질의채용

삼성전자는포장재질자체를친환경재질로변경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

니다. 특히프린터ML-6060모델의경우국내최초로스티로폼완충재를벌집모양의

종이완충재인하니패드로대체하여포장체적의10%를축소하게되었습니다. 또한컴

퓨터M5317과LCD모니터NL15MO의경우에는종이완충재인코러패드를적용하

고있습니다.

폐전자제품의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시행

전자제품의보편화와첨단디지털제품의공급으로증가되는폐전자제품의효율적인처

리를 위해 정부와 전자업계에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발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로인해소비자·정부·기업이역할

과책임을합리적으로분담하여자원의절약과재활용향상에기여하게되었습니다. 또

한2000년9월27일국내에서발생하는폐전자제품의효율적인회수·처리를위해가

전3사를회원으로하는전담기구인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회장:이상배/삼성전자부사

장)를창설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정착및쾌적한환경보전을위해노력하고있습

니다.  (http://www.aee.or.kr) 

폐전자제품회수체계구축

삼성전자는세계최초로고객이사용하고버리는전자제품을무상으로회수하여처리하

는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현재에는전국 27개폐전자제품보관집하장과폐전자제품

의완벽한수집과운송을위한그린물류시스템을운영함으로써환경오염방지와고객편

익을제공하고있습니다.

정부와전자업계는자원절약과재활용을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자발적협약을체결하였다.

●시뮬레이션에의한포장재설계

기존의스티로폼완충재를친환경재질인종이

완충재로대체하여적용하고있다.

●폐전자제품회수Flow 



폐전자제품리사이클링센터운영

삼성의녹색경영선언과대고객환경보전약속의일환으로 1998년 전자업계최초로충

남아산에폐전자제품재활용센터인리사이클링센터를설립·운영하고있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는회수된폐전자제품을안정적으로해체하여재활용함으로써깨끗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을구현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증대등국민기업으로서의사회적

역할수행과제품의전생애책임주의를실천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삼성전자리

사이클링센터에서는연간 30만대이상의폐전자제품을환경친화적인자동화시스템으

로해체함으로써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CFCs 등의소재별로분리

하여재활용증대를꾀하고있습니다. 

또한작업환경과2차적환경오염방지를위해냉장고컴프레서의냉매(CFC-12)와Oil

을 동시에추출·분리하는설비와폴리우레탄내의CFC-11 가스를회수하는설비등

을갖추어환경보전과자원의재활용을실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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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ng of Products

●가전폐기믈의리사이클링공정도

●아산리사이클링센터

●리사이클링센터처리및재활용현황

처리량 재활용량

단위: 십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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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모든 제조공정에서 원류관리(Source Control) 활동을 통해 생산공

정을환경친화형으로개선하고, 스스로앞장서는기업의의무를충실히이행해

나가고있습니다.

Greening of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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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ng of Processes

에너지절감
삼성전자각사업장은연간 5% 에너지절감을목표로에너지소위원회를운영하여각

부서별로에너지절감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수원및구미사업장에서는폐기물소각과정에서발생하는폐열을회수하여공정용열원

으로사용하고있으며온양사업장은반도체특성테스트의필수공정인Burn-In Time

단축을통해전력을절감하는등CO₂절감및원가절감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각사업장에서는열교환기를설치하여보일러에유입되는급수온도를높여에너지절감

을실천하고있습니다. 

공정개선
초음파펀칭기적용으로제품폐기량감소

기존김치냉장고제품은프레온가스를봉입후수작업으로압착하고용접밀봉했기때

문에, 작업후미세한누설이발생되기도했습니다. 이에광주사업장은자동초음파융

착에의한압착밀봉및절단을적용함으로써작업성및누설불량을개선하여제품폐기

량을감소시키고있습니다. 특히초음파융착기적용으로가스용접기2개소를줄일수

있었고작업장의안전과주변환경이개선되었으며, 제품의환불및교환으로반입되는

수량이 개선전에비해생산량대비20%정도향상되어실패비용감소에기여하고있

습니다.

또한 광주사업장은분체도장속성화도료를적용하여 180℃에서소요되던도장 시간

을절반으로감소시켜195만 9,000원이소요되던LNG비용을178만 8,000원으로

절감하는등많은효과를보고있습니다.

포장재질개선

기존의HDD 제품에적용되던6면쿠션포장방식은사용후폐기시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부담의감소를위해구미사업장은 6면의쿠션을 2면으로

줄여원가를절감하고있으며매년3톤정도의폐기물발생을감소시키고있습니다.

프린터기판자동검사

삼성전자는기존수작업에의존하던프린터기판의이상유무테스트공정을자동화하여

용지와잉크및토너등의자원을절약하고, 폐기물의발생을없애는청정기술을적용하

여매년4억 3,000만원의원가절감효과를보고있습니다. 

원가절감과폐기물감소를위해기존6면쿠션

포장방식을2면쿠션포장방식으로변경하여

적용하고있다. 

에너지절감을위해삼성전자전라인은적극적인

활동을실천하고있다.

변경전

변경후

●포장재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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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보호
온양사업장은μ-BGA 생산공정중웨이퍼절단공정에서발생하는하루 238톤규모의

폐수를 CMF(Continuous Micro Filter)에 회수하여필터링후초순수 제조공정에

다시사용함으로써연간용수및폐수량을8만6,870톤가량감축시켰습니다. 

또한구미사업장의경우HDD부품세척에사용되는초순수를사용후전량폐수처리하

였으나, 2·3차세척수분석을거쳐타공정에재활용함으로써매일 150톤가량의절

감효과를보고있습니다. 이외에도기흥사업장에서는안정적인불산폐수처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하여4억4,700만원을절감하였고, 수원사업장에서도로터리컴프레서라

인에서발생하는폐수를프리필터와순환펌프를이용하여세정집진시설의세정수로재

이용함으로써연간 9,000톤의용수를절감하고있습니다. 특히천안사업장은 Etcher

공정 1차세정조의세정수를폐수처리하는과정에서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초순수

시설리클레임시스템을도입하여세정수를초순수로재이용하고있습니다.

유해물질최소화
천안사업장은기존 POL 공정중덮개가열린제전박스에서 IPA가배출되면서작업자

의인체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착안, 제전박스에배기덕트를설치하여작업환경을

쾌적하게만들어가고있습니다. 

또한 PASS’N 공정에서 NF3의 사용으로 발생하던 PFC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RPSC-2STEP을적용하여NF3 클리닝시간을단축시켰습니다. 

PFC 배출량감축기술개발국책과제수행

세계반도체협의회(WSC)는지구온난화가스인PFC의배출량을2010년까지10%이상

감축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이에삼성전자는WSC의PFC 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하고,

관련기술을국산화하여국내반도체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산·학·연공동연

구체제를구축,2002년8월완료를목표로총30억원의연구비를투입하여PFC처리기

술및대체가스적용기술의개발을진행중입니다. 

저전압액정리사이클기술개발

TFT-LCD 패널의 제작시 불량 방지를 위해 저전압액정을 35% 초과 주입하고, 이때

발생하는액정폐액을회수하여재생처리를거쳐재활용하는저전압액정리사이클기술

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기술은자재를재활용함으로써원가를절감하고자

재수급을원활히할수있어, 기흥사업장의경우년 11억 7,000만 원, 천안사업장의

경우33억원의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게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산업폐수를재활용하여수자원보호

분야에서눈에띄는성과를거두고있다. 

삼성전자는생산공정을환경친화형으로개선하기

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폐수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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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환경안전사고예방을통한3無 (무재해, 무질병, 무공해) 사업장구

현을위해국내법규보다엄격한내부관리기준을세우고24시간모니터링시스

템을운영하고있으며, 임직원들의쾌적한작업환경조성을위해한가족협의회

와공동으로작업환경점검및개선의날을운영하고있습니다.

Greening of Workplaces



무공해사업장구현
수원사업장

무공해사업장구현에앞장서고있는수원사업장은환경오염물질의최소화를위한지속

적인개선을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소각로방지시설을기존의세정, 전기, 원심력집

진의습식집진시설에서 2단 여과집진의건식집진시설로교체하여환경에치명적일수

있는 다이옥신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타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생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오니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Bio-Reactor시스템을적용하고있으며, 방류수수질의안정화및수질오염물질배출

을최소화하기위해3차처리시설을폐수처리장최종방류구에설치하여환경오염물질

을사업장법적기준치10%이내로최소화하였습니다.

기흥사업장

무공해사업장구현을위한지속적인관심과실천은그린파크의조성으로집대성되었습

니다. 폐기물재활용의활성화를위한그린파크의조성으로분산되어있던폐기물시설

의관리를일원화및통합하게되었으며, 폐기물의옥내보관으로환경오염을사전에방

지하여쾌적한사업장을구현할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생산공정에서발생되는미사용설비또는부품과장비를수리후재활용하기위한

R&C Bank는장치수명의연장과동일장비중복구매로인한비용낭비를줄여폐기물

저감과경영이익에기여하고있습니다.

기흥사업장의이러한노력들은1997년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시행이후자율적이

고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습니다. 타 업종에비해화학물질이나원·부자재를다량으

로소비하는반도체와 LCD가주요생산품이지만약품공급방식의변경과공정의개선

으로원자재사용을감소시켰고, 재활용아이템과업체의발굴등을통해1997년기준

원 단위 9.9㎏/매에서 1998년 8.0㎏/매로, 1999년에는 7.4㎏/매로 감소(약 2만

2,000톤/년)시켰으며, 재활용률도2%(약1,200톤/년) 높이는데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 7월에는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00년도‘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

으로지정되었습니다. 

구미사업장

광섬유제조공정에서배출되는염화수소농도를저감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스크러버

와함께제조공정증설, 설비고장등일시적인순간고농도배출등에도효과적이고안

정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870CMM 용량의습식스크러버를추가설치하여비상상

황에서도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또한광소재 Sol-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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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최종방류구에3차처리시설을설치해

환경오염물질을최소화했다. 

그린파크의조성으로효율적인폐기물관리와

재활용성증대의효과를얻게되었다.



공정에서도 고농도 HCl 제거 전용 6단탑 설비를 제작·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20%

미만으로관리되도록개선하여사업장오염농도를감소시켰습니다. 

천안사업장

Acid Scrubber를 통해중화처리되고있는생산장비의산성가스는처리후에도배출

가스의NOx성분으로인해미량의냄새를가지고있었습니다. 천안사업장은이를개선

하고자 중화처리 과정 중에 NaOCl 약품을 추가로 사용하여 배출가스의 NOx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오·폐수처리장의경우농도가높은유입수의특성상농축조, 폭

기조, 침전조등오·폐수처리의전과정에서심한악취가발생하였으나대상공정에대

해완벽한탈취설비시스템을구축하여냄새를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량 위탁처리하던 사업장의 폐비닐을 재활용 압축기의 도입을 통해 부피를

감소시키고있으며, 재활용업체를발굴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전문단지인온양사업장은Green package 개발에주력하고있으며, 폐기

물을이용한시멘트원료화를추진하여월 141톤의슬러지와 EMC Cull을 시멘트원

료로투입함으로써환경성을개선하고원가를절감하고있습니다. 또한공정에서발생

하는폐수를CMF(continuous micro filter)에투입한후재활용함으로써용수사용

량및폐수발생량을감소시켰습니다.

광주사업장

냉장고, 청소기, 컴프레서를생산하고있는광주사업장은오염배출원을줄이기위해서

공장의시공부터천연원료인 LNG를사용함으로써대기오염방지에일조를하고있으

며, 1996년에는 지하를 종합오수처리장으로, 지상을 연못 등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였고, 중수도설비를 설치하여 공정과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등환경친화적인사업장을구현하여수많은지역주민, 학생들의그린투어

코스로활용하고있습니다.

무재해사업장구현
인간공학적작업환경구축

수원사업장은설비, 도구, 작업공간, 색채, 환경등작업자의편리, 안전, 생산성과연관

된구성요소에대하여정밀진단을실시하고그개선안을찾는등안전하고건강한작업

장구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국내최초로개발된입식용의자는작업중언제든기대고앉을수있어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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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수소가스의배출농도를절감하기위하여

광소재Sol-Gel 공정에스크러버를설치·운영

하고있다.

폐비닐재활용압축기를사용해효과적인관리와

재활용이가능해졌다. 

변경변경 전전

변경변경 후후

●폐기믈시멘트원료화재활용량

재활용량

137톤 / 월

1,500톤 / 월

600톤 / 월

141톤 / 월

26,892톤 /년

사업장

수원사업장

기흥사업장

천안사업장

온양사업장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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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저감시키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공정별

Tact Time 분석에의한작업량분배, 손목보호대와허리보호대같은피로저감용도구

들과소음이없고손의크기까지고려한인체공학적공구의보급등근로자의환경안전

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종합환경안전센터운영

사업장의 환경·안전·방재를 일괄적으로 감시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

기위해종합환경안전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센터는CCTV와초고감도감지시

설을 이용해 화재, 가스, 화학약품 등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Emergency

Calling시스템의운영으로환경안전종합기능을보유하고있습니다. 

안전사고응급요원양성

각종안전사고시적절한응급처치로임직원의귀중한생명을보호할수있는사내응급

처치요원을양성하여자체적인응급구조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이들은대한적십자

로부터전문적인교육을받은후자격을취득하는등더욱효율적이고전문적인능력을

배양하고있습니다. 또한사업장자위소방관들에게1일체험훈련등을통해지하연기

대피훈련, 완강기및로프하강체험, 수직사다리체험등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 2001년 5월 수원사업장에서 실시된 민·관 합동 종합소방훈련은 용인소방서와

공조체제를통해비상사태에대한대처능력의향상및지휘통제시스템을강화하는계기

가되었습니다.

삼성 3119구조단운영

삼성 3119구조단은 1995년 10월 창단이후회사내재난·재해에신속히대응하여

임직원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나아가국가와사회의대형재난시특수전문인력과

장비를적극지원하는등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습니다. 정부제1호민간구조

기관이기도한삼성3119구조단은사업장의안전은물론사회의안전까지도책임지는

수호천사로활동하고있습니다. 

무질병사업장구현
HACCP 인증취득

단체급식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지정과관련하여기흥사업장내

무궁화홀이식품의약품안전청주관의단체급식인증을국내최초로지정받음으로서대

내외적으로최고의위생및안전성을검증받았습니다. HACCP란 식품의원재료생산

부터제조, 가공, 보전, 유통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의각단계에서

사내응급처치요원을양성하여불의의사고에

대비하고있다.

사업장내의환경안전뿐아니라사회에대한봉사

까지도충실히해내고있는삼성3119 구조단. 

작업자의피로저감과능률

향상을위해입식용의자를

개발·활용하고있다. 



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요소를규명하고, 이를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한중요관리점

을결정하여자주적이고효과적인관리로식품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과학적인위

생관리체계입니다. 이 체계는지난 1995년근거조항이신설된이래업소위치와건물

설비, 조리설비, 방충시설, 소독시설, 쓰레기보관처리시설등의기준을정하고축산물,

냉동수산물, 유가공품등에적용되고있습니다. 

종합건강관리센터운영

사업장별로기본치료와치료시설및전문의료진을갖춘종합건강관리센터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관리센터는임직원들에대해진료와처방을하는한편직업병예방

을위한개인별준수사항을지도, 구급약품의보관관리및사용법설명, 성인병에대한

상담, 양·한방외부전문의의상담을받을수있는건강관리실과개인별체력측정프로

그램, 운동처방사의처방에따라28종의운동기구를이용해24시간언제나체력단련을

할수있는웰리스크리닉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요통체조개발및보급

사업장의작업환경에따라적합한체조를개발하여현장에보급함으로써전임직원들의

건강과작업의능률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특히요통을호소하는임직원을위해작업

의시작전후에간단히실시할수있는요통체조를개발하여보급한결과, 요통환자의

발생을최소화하게되었습니다.

28 Samsung Electronics EHS Report

Greening of Workplaces

기흥사업장내무궁화홀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단체급식HACCP 인증을취득했다. 

임직원의건강과체력을관리할수있는종합건강

관리센터는건강한회사생활에도움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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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를포함한지역사회의안전관리와환경보전을위해다각적인지원활동

을펼치고있는삼성전자는기업의독자적인활동이아닌함께하는활동을유도

함으로써지역사회와의그린파트너십을구현하고자합니다.

Greening of Communities



환경보전을위한노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산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1사업장 1산 1하천가꾸기운동

녹색경영 이념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에서

각사업장별로전국규모의1사업장1산1하천가꾸기운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는

오염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공공단체나 지역주민들

과연계되어지역사회의녹색화를구현해나가고있습니다.

반딧불이살리기운동

깨끗한환경의지표곤충인반딧불이와그서식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1999년부터반

딧불이생태계에대한연구와홍보를전개하고있으며수원시에위치한광교산에반딧

불이의먹이인다슬기를방사하는등반딧불이살리기운동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습

니다.

환경정화운동실천

사업장내부만으로한정짓지않고사업장주변을포함한지역사회를공동운명체로생각

하여다양하고직접적인환경정화운동을실천하고있습니다. 이러한활동은세계물의

날, 환경의날등의특정행사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임직원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

수시로진행되고있으며지역주민들과연계하여그효과를더욱높이고있습니다.

그린달리기대회개최

환경의날을맞아환경에대한시민들의관심을고조시키고환경사랑의의지를다지기

위해임직원, 지역주민, 협력업체임직원, 공무원등이참여하는그린달리기대회를개

최했습니다. 

그린투어코스지정

1998년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그린투어코스로지정되어매년 10회이상공무원, 학

생, 지역주민에게생산공정및오·폐수처리장을공개함으로써환경보전에대한투명

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환경자매학교운영

사업장별로인근학교와자매결연을맺고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함으로써지역주민의

참여를이끌어내려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환경보전글짓기, 포스터공모, 환경안전

삼성전자는반딧불이살리기운동을펼치는등

훼손된자연복구에힘을쏟고있다.

자연을살리고보전하는일은기업과지역주민,

각종단체들이하나가되어실천해야만한다. 

사진은그린달리기대회. 

기업의투명성은사회와공존하는가장기본적인

요소가된다. 사진은삼성전자의시설을공개하는

그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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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공모, 재활용전시회, 장학금전달등의행사를통해환경보호와절약의정신을심

어주고있습니다.

친화기업자매결연및환경안전관리지원
삼성전자는환경친화활동을하고있는기업들과자매결연을맺고삼성전자의선진기술

을교육·전수함으로써지역사회의녹색화에앞장서고있습니다. 

이와함께소방서등과도자매결연을맺어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정보교환등을

통해더욱발전된기업의환경친화운동을전개해가고있습니다. 또한협력업체들에대

해연2회이상환경안전감사를실시하고지도및조언을통해협력업체의환경안전에

대한자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자연친화생태연못조성
기흥사업장은고도폐수처리기술을개발하기위한기초자료확보와처리수의하천방

류에 따른 생물종의 다양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흥사업장 그린파크에 약 3만 평의

자연친화 생태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연친화 생태연못은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

배출되는처리수를식물의정화능력으로다시처리하는것으로집수조와식물정화조시

스템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집수조는처리수를식물정화조에공급하고, 식물정화조는수질정화능력이뛰어난정화

식물을이용하여질소, 인과BOD처리를하고있습니다. 또한이곳에살고있는유기체

들끼리먹이사슬로연결되어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면서식물과미생물의상호공생

및상승작용으로식물정화기능을하고있습니다. 

현재이곳에는애기부들, 줄, 올방개등총6종의정수식물과습생식물이분포하고있고

잠자리, 메뚜기, 딱정벌레등의곤충등이서식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는또하나의작

은 자연인 생태연못을 이용해 자체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주민들에게생태계의먹이사슬, 식물정화기능등을관찰·체험할수있는기회

를제공함으로써자연의소중함을강조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에대한다각적활동을통해환경안전에

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있다. 사진은자매학교

견학프로그램. 

삼성전자는다양한자매결연사업을통해함께하

는환경친화운동을실천해나가고있다. 

미래지향적폐수처리기술의연구를위해자연친화

생태연못을조성하였다.



1996년5월‘삼성녹색경영’이공표된이래삼성전자는환경·안전·보건관련사고예방은물론원가절감, 에너지

효율개선과같은경쟁력강화등전부문에걸쳐많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특히 1999년이후어려운경영여건

속에서도녹색경영시스템의확대, 무공해·무재해·무질병사업장의추구, 지역사회의환경보전활동과협력업체

지원등의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생산공정에서의청정기술적용, 제품의환경친화성제고등에서도많

은실적을거두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국내 6개 사업장은 모두 ISO 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말레이시아 사업장이

ISO 14001 인증을취득한것을시작으로해외사업장에서도본격적인녹색경영시스템이구축되고있습니다. 또

한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가유럽환경마크를, 디지털프린팅사업부가국내환경마크를취득하는등환경친화제품

으로고객에게더욱가까이다가서고있습니다.

앞으로삼성전자는조직및시스템분야에환경성과평가(EPE)를도입, 이를현장에적용해나갈계획이며제품및

공정분야에서도전과정평가(LCA)를토대로한친환경상품개발과그린마케팅을더욱활성화시켜나갈것입니다.

또한녹색경영의경험을협력업체와지역사회에확산시켜서로상생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나갈것입니다. 

삼성전자는지속적인녹색경영추진및확산을통해 21세기를선도하는디지털기업으로서새로운가치를창출해

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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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

삼성전자는에너지의절감을기업의이익은물론, 국가적차원의경쟁력상승으로

인식하고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에너지절감프로그램참여와함께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개선을통해에너지를절감하고있습니다. 이에공정, 제품, 경영의녹색

화등을통해현저한에너지절감효과을얻었으며특히 2000년도에는각사업장

의증설에도불구하고에너지소비증가는최대한억제되었습니다. 

용수사용량

공정의녹색화를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는삼성전자의전사업장은제품의생산

에사용되는용수의양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사용후발생하는

산업폐수에 주목하여 2000년에는 484톤/백만 달러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생산증가에따른용수사용량의증가와비교했을때눈에띄는성과로수자원

보호를위한삼성전자의노력이반영된결과입니다.

CO₂배출량

CO₂는대기중에서수증기등과함께지구표면의온도를높이는온실효과를유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현상은 기상이변을 유발하는

등세계적으로중요한환경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삼성전자는다

각적인연구와활동을펼쳐에너지사용에따른CO₂배출량을지속적으로줄여가

고있습니다.

LNG사용량(천㎥ / 백만달러)전력사용량 (백만wh / 백만달러)

LNG CO₂배출량전력CO₂배출량

단위: 톤 / 백만달러

단위: 톤 / 백만달러

용수사용량재활용수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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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사용량

생산공정 및 오·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유독물을 지속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유독물사용공정을줄이고유독물투입공정을자동화하여사용량을최소화하고있

습니다. 1999년과 비교하여 2000년도 유독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생산량

증가에따른것으로, 제품생산량대비사용량은감소하고있습니다. 

재해율

엄격한내부관리기준을세우고, 24시간모니터링시스템운영등의다양한활동

을통해 2000년 12월에는무재해 60배달성이라는기록을수립하고, 무사고환

급금을받았습니다. 특히삼성전자의재해율은전자제품제조업평균재해율에비

해월등히낮은수치로‘재해없는안전한사업장’임을입증하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및재활용량

삼성전자는사업장폐기물의감량과재활용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폐기

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파크와 리사이클링센터, 시멘트 원료화, R&C

Bank 등독창적이고다양한아이템을개발·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결과지속적

인생산량증가속에서도발생되는폐기물의양은감소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재해율 전자제품제조업평균재해율

재활용량위탁처리량자체처리량

재해자수

총근로자수
×100

단위: 톤 / 백만달러

단위: 톤 / 백만달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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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설비투자비율

세계최고의품질을추구하는삼성전자는품질향상을위하여지속적인설비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각종공정을개선하고적극적이고지속적인환경시설투

자를하는등제품생산에수반되는환경오염물질의부하량을줄이는데도부단한

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SS 배출량

입자지름이2mm이하로물에용해되지않으면서물속에부유하고있는물질을

SS라고하는데, 이는수질오염의원인이됩니다. 이러한SS의저감을위해삼성

전자는원격환경측정감시망, TMS, Bio-Reactor 시스템등을운영하여 SS 저

감은물론제품생산에따른산업폐수의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COD 배출량

도시폐수나공장폐수에포함되어있는유기물질의산화를위해산화제를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이 COD입니다. 이러한

COD의배출량을줄이기위해삼성전자는빈틈없는폐수관리를비롯한다각적

인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환경안전투자비

설비투자비
×100

단위: %

단위: ㎏ / 백만달러

단위: ㎏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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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ｘ배출량

황성분이함유된물질의연소, 금속의용융·제련, 황산제조, 석유정제및화학비

료제조과정등에서발생하는산화물인SOx는기관지염이나폐렴을유발할수도

있고심하면호흡곤란의원인이되기도합니다. 이러한SOx의배출량을저감하기

위해삼성전자는천연연료인LNG 사용및방지시설의처리효율향상등다각적

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Dust 배출량

Dust는대기중에존재하는고체미립자로일명분진이라고도합니다. Dust는대

기오염물질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어, Dust의대량발생원에대해서는집

진장치의설치가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에삼성전자는최첨단의집진장치를구

축하여 Dust의 완벽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생산단계에서부터

Dust의발생을근원적으로최소화하고있습니다. 

NOｘ배출량

NOx란 석유나 석탄의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

산화질소 계열을뜻하는것으로주로광공업, 발전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는NOx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연구와설비투자

를해오고있으며완벽한중화처리과정을통해 NOx의농도를감소시키고있습

니다. 

단위: ㎏ / 백만달러

단위: ㎏ / 백만달러

단위: ㎏ / 백만달러



수원사업장

1999. 6

환경경영대상수상

(매경, 환경부주관)

1999. 11 

KOSHA 2000 프로그램인증취득

(한국산업안전공단)

2000. 6 

산업안전보건신기술개선

대기업부분경진대회금상수상

2000. 11

ISO 14001 & OHSAS 18001

통합인증취득

2001. 7

산업안전유공자대통령단체표창

수상

기흥사업장

1999. 12 

반도체총괄 ISO 14001 및

OHSAS 18001(BS8800/Safety

Cert) 단일인증취득

2000. 7 

산업안전유공자대통령단체표창

수상

2000. 10 

무재해기록기네스북등재

2000. 11 

NSC AWARD (Presidential

Special Award) 수상

온양사업장

1999. 12 

반도체총괄 ISO 14001 및

OHSAS 18001(BS8800/Safety

Cert) 단일인증취득

2000. 4 

UNEP 한국위원회총재상수상

2000. 5 

맑은물대상수상

2000. 12 

안전경영대상수상

천안사업장

1999. 11 

우수자위소방대수상

(충남도지사)

2000. 6 

반도체총괄 ISO 14001 및

OHSAS 18001(BS8800/Safety

Cert) 단일인증취득

2000. 11 

TPM 최우수사업장수상

2001. 1 

천안사업장무재해5배달성

(960만인시)

구미사업장

2000. 6 

환경경영대상수상

(매경, 환경부주관)

2000. 6 

KOSHA 2000 프로그램인증취득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사업장

1999. 11 

KOSHA 2000 프로그램인증취득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11 

우수자위소방대수상(행자부)

2000. 10 

자연보호헌장선포일환경부장관상

단체포상(환경부)

2000. 11 

사업장건강증진우수사례발표

우수상(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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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업장

442-742 경기도수원시

팔달구매탄3동416번지

TEL 031-200-1964 

FAX 031-200-1917

기흥사업장

449-711 경기도용인시

기흥읍농서리산24번지

TEL 031-209-7152  

FAX 031-209-7446

온양사업장

336-711 충청남도아산시

배방면북수리산74

TEL 041-540-8801  

FAX 041-540-8842

천안사업장

330-300 충청남도천안시

성성동508번지

TEL 041-529-6701  

FAX 041-529-6049

구미1사업장

730-030 경상북도구미시

공단동259번지

TEL 054-460-2088 

FAX 054-460-2120

구미2사업장

730-722 경상북도구미시

임수동94-1번지

TEL 054-470-5082  

FAX 054-479-5086

광주사업장

506-723 광주광역시광산구

오선동271번지

TEL 062-950-6071  

FAX 062-950-6922

아산리사이클링센터

337-870 충청남도아산시

둔포면염작리37번지

TEL 041-531-8811

방문문의031-200-1965 

m/rnf udj3

(2000년12월말기준)

회사명 삼성전자주식회사

본 사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250번지삼성본관빌딩

창 립 1969년1월13일

대표자 대표이사부회장윤종용

자본금 8,817억원

매출액 34조3,000원

종업원수 6만6,000명(국내:4만8,000명| 해외:1만8,000명) 

사업영역 정보통신, 영상, 생활가전, 반도체등전기ㆍ전자제품의제조, 판매및서비스제공

사업장현황(82개) 국내사업장6개| 해외생산법인21개| 해외판매ㆍ서비스법인5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