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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구분 2018 2019

ⅰ.유동자산 1,492,635 1,579,014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977 38,21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72,662 811,512 

재고자산 332,744 306,018 

기타 346,251 423,268 

ⅱ.비유동자산 1,939,876 2,421,816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84,725 513,376 

유형자산 1,077,627 1,077,233 

투자부동산 143,815 568,109 

무형자산 12,727 160,6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55,195 46,684 

기타 65,787 55,814 

자산총계 3,432,511 4,000,830 

ⅰ.유동부채 1,999,317 2,116,80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14,935 684,688 

차입금 746,739 965,109 

기타유동부채 437,644 467,007 

ⅱ.비유동부채 528,483 893,529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25,457 238,988 

장기차입금 314,057 467,145 

기타비유동부채 88,969 187,396 

부채총계 2,527,800 3,010,333 

[자본금] 46,623 46,623 

[이익잉여금] (3,639) (1,611)

[기타자본구성요소] 861,533 863,231

[비지배지분] 194 82,254 

자본총계 904,711 990,497 

요약재무정보(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효성중공업은 2018년 효성그룹으로부터 분할된 이래 안정적으로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매출 3조 7,814억 원, 당기순이익 16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8 2019

수익(매출액) 2,180,485 3,781,445 

매출원가 1,941,278 3,388,813 

매출 총이익 239,206 392,632 

판매비와 관리비 160,102 227,407 

연구개발비 29,109 34,973 

영업이익 49,996 130,252 

기타수익 31,563 16,273 

기타비용 35,430 22,077 

금융수익 37,239 75,222 

금융비용 79,654 143,750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3,714 55,920 

법인세비용 1,805 39,898 

당기순이익 1,909 16,022 

기타포괄손익 (16,946) (10,451)

총 포괄손익 (15,037) 5,571 

단위: 백만 원연결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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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18년 6월 1일자로 ㈜효성에서 인적분할 완료하였으며, 2018년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2018년 6~12월(7개월간) 실적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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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ab(Hyosung University Lab)

HULab(Hyosung University Lab)은 대학 연구실과의 산학협력모델로서,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개발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가 연구과제에 공동으로 기획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인재의 빠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중공업연구소에 입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HULab 제도를 통해 기업과 대학 간
상생하여 발전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29개의 대학교와 HU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효성중공업 내 중공업PG의 주요 제품별로 기획 및 영업, 개발, 연구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시장 및 제품,
기술, 경쟁사와 관련된 동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과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차년도 경영계획 및 연구개발 과제 등을 도출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R&D 전문가 양성

중공업연구소는 R&D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유수 대학과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GTE, Global Technology Expert)을 시행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 연구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DR(Design Review) 프로세스

DR 프로세스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연구 과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주요 단계별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변경, 중지, 계속 등을 결정하는
과제 점검 및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중공업연구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MW 전압형 HVDC 시스템 개발

중공업연구소는 미래형 송전기술인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 전기연구원 및 기업들과 함께 2017년 1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인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경기도 양주변전소에서 전압형 HVDC 시스템을 실제 계통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서브모듈 및 제어기 등 핵심 부품의 시제품 개발 및 성능
시험이며,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4kV급 변전소 전력설비 관리 시스템(ARMOUR, 아모르) 개발

중공업연구소는 노후 전력설비 증가 및 설비의 수명 연장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설비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ARMOUR, 아모르)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모르 시스템은 정보기술과
데이터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용된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입니다.
‘아모르‘는 설비의 건전성 및 상태를 평가하는 ‘헬스 인덱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기능은 AI 기술이
적용되어 예측 정확도(95%)가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모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존 전력설비의 사고 및
고장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을 84%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장 복구와 유지보수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9년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SK에너지 및 모잠비크 전력청 등에 아모르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으며, 한전과 전력설비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시스템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공업연구소는 DR(Design Review)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혁신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의 주요 제품별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송전,
에너지저장시스템, 친환경, DC그리드 등 혁신제품 개발과 전력전자, 계통해석 및 제어, 재료, 열유동, 진동소음,
신뢰성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GTE(Global
Technology Expert) 교육체계를 통한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 기술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요 활동

중공업연구소는 지속가능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년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실적 2019 계획 2019 실적

연구개발비용 백만 원 29,109 39,929 3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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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및 출원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7 2018 2019

특허등록(누적)
국내 건 252 277 310

해외 건 19 29 65

특허출원(누적)
국내 건 294 324 350

해외 건 143 177 232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협력사 수 개 4,070 1,833

협력사 구매 금액 백만 원 1,739,349 1,0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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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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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총 임직원 수 명 3,487 3,483 

성별
남자 명 3,241 3,143 
여자 명 246 340 

고용 형태별

정규직 (남자) 명 3,188 3,124 
정규직 (여자) 명 242 250 
소계 명 3,430 3,374 
계약직 (남자) 명 53 19 
계약직 (여자) 명 4 90 
소계 명 57 109 

지역별
국내 명 3,461 3,483 
국외 명 26 27 

직무별
(정규직 기준)

사무직 명 2,525 2,494 
기능직 명 905 819 

여성인재 육성

여성 비율 % 7.1 9.8
여성 관리자 수
(간부사원(과장) 이상) 명 61 89

여성 관리자 비율(총 간부사원(과장) 
대비 여성 간부사원(과장)) % 4.3 10.3

양성

장애인 명 59 75
보훈대상자 명 77 82
외국인 명 13 22
소계 명 149 179

고용 창출 현황
(신규채용)

남성 명 30 154
여성 명 13 89
소계 명 43 243

이직자 수
(정규직 중
자발적 이직자
에 한함)

남성 명 39 79
여성 명 2 14

소계 명 41 93

이직률 % 1.20 2.76

사회 성과

효성중공업의 2019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는 3,483명입니다. 총 임직원 중 정직원 비율이 97%입니다.
여성직원은 340명으로 국내 주요 전기가스업체 중 여성직원수 상위 6개 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채용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효성중공업은 총 임직원이 3천명을 넘는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고용 창출을 위해 신규로 24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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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중공업

2018 2019

남자(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24 97

출산후 복귀율 % 100 100

여자(출산휴가)
출산휴가 사용자 수 명 15 24

출산후 복귀율 % 93 96

남자(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54 132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 - 99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 96

여자(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명 31 14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복귀율 % - 95

업무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비율 % - 73

효성중공업은 여성 직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약 95%이며,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하는 비율은 약 73%입니다. 아울러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실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성과평가 대상 인원 명 3,430 3,374 

성과평과 심사비율 % 98 97

효성중공업은 2019년말 기준 총 임직원 3,483명 중 약 97%에 해당하는 3,374명에 대해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임직원에 대해 정기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성과평가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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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단체협약 적용대상 직원 수 명 847 813 

가입 직원 수 명 787 731 

단체 가입율 % 92.9 89.9

효성중공업 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노동조합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경영현황 설명회,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현장 근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를 두고, 분기별 1회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및 고충, 보건안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사항은 전사적으로
관리되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현황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총 퇴직연금 운용금액(DB+DC) 백만 원 189,089 224,657

확정급여 운용금액(DB) 백만 원 171,786 204,525

확정기여 운용금액(DC) 백만 원 17,304 20,132

총 가입인원 합계 명 3,297 3,425 

확정급여형 가입인원(명) 명 2,894 2,934 

확정기여형 가입인원(명) 명 403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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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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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0 4,746 

효성중공업은 신입직원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보다 1.6배 가량 지급하는 등 직원의 복지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 및 보수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교육 참가 인원 연내 교육 참석한 누적인원 전체 명 - 16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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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 745,407 2,284,723 

총 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 포함 효성 교육시스템에 기록
된 모든 교육

시간 99,575 237,474 

1인당 교육 시간(총 교육시간/임직원 수) 시간 28.56 68.18 

1인당 교육투자비(총 교육투자비/임직원 수) 원 213,767 65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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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교육 현황

재단법인 아름지기와 함께 창덕궁 대조전과 희정당 실내조명 및 공간 재현 복구 등 궁궐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차 사업을 통해 전각 내부 조명, 샹들리에 등을 복원하여 내부 관람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복원된 희정당 내부 관람을 위한 전시실 조성을 지원하여 복원된 내부 환경 및 유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정신지체 장애우 교육을 위한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정문학교 학생들과 2007년 6월부터 14년째 인연을 맺고 직원들과 함께 매월 산행 대회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원시 불우이웃 200명에게 방문하여 사람의 물품전달을
실시하였으며, “명절을 장애인과 함께“ 구호 아래 매년 설, 추석 차례상을 지원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요양
시설 6곳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9

총 환경교육 인원 명 19,611

총 윤리 및 반부패 교육 인원 명 116

총 공정거래 교육 인권 명 117

총 안전 및 보건 교육 인원 명 52,473

총 인권 교육 인원(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명 6,775

자체 역량강화 활동

효성중공업 본사와 사업장에서는 사내강사 및 동종업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 PU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관점의 기술 교육을 통해
영업사원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고객 대응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업사원 대상으로 28차수에 걸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초급관리자 역량향상을 위해 GL(Global Leader)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GL들이 차세대 리더 후보자이자 부서 내 조직문화 혁신의 주도자가 되도록 직무능력 및
조직문화/리더십 분야에서 역량향상을 위한 육성체계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GL 4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향상과정을 1박2일간 실시하였으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외 교육 및
자격시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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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성과

효성중공업은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해 외부 인증을 받아 그린경영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HSE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이행함으로써 그린경영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기술 개발
국책과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의 친환경 선두기업으로서 환경경영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직접에너지 사용량

경유 TJ 13.09 11.74 

등유 TJ 0.03 0.03 

LNG TJ 132.99 113.82 

휘발유 TJ 3.15 3.02 

프로판 TJ 7.42 7.37 

B-C유 TJ - -

Off-gas TJ - -

LPG TJ 1.01 0.33 

바이오가스 TJ - -

소계 TJ 157.70 136.32

간접에너지 사용량

전기 TJ 990.68 892.03 

스팀 TJ - -

공정폐열 TJ - -

폐기물 소각열 TJ 67.94 64.37 

소계 TJ 1,058.62 956.40

합계 TJ 1,216.32 1,092.72

에너지 집약도 TJ/억원 0.063 0.064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안내동 등 신규 건물 내 새롭게 설치되는 냉난방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절전 등 필요 시 대상 설비를 한곳에서 바로 컨트롤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력 사용량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고정연소 tCO₂eq 7,317 6,346 

이동연소 tCO₂eq 1,059 910 

공정배출 tCO₂eq 1,247 963 

폐기물 처리 tCO₂eq 19 66 

소계 tCO₂eq 9,641 8,285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전기 tCO₂eq 48,115 43,324 

스팀 tCO₂eq - -

소계 tCO₂eq 48,115 43,32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tCO₂eq/백만원 0.0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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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효성중공업은 환경경영실천을 위해 LED 조명 교체 사업의 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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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LED 조명 교체 17.07 97 111,14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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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까지 ㈜효성이 분할4개 사업회사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를 보고하였으며, 2019년 11월
온 실 가 스 관 계 법 령 에 따 라 권 리 의 무 승 계 완 료 되 었 습 니 다 . 권 리 의 무 승 계 과 정 에 서 20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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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문
매출액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사업장 종류 단위 2018년 2019년

창원 폐기물에너지 GJ/년 67,941 64,369 

효성중공업은 사업장 인근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폐기물 소각폐열 스팀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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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취수원별 용수 사용량

상수 톤 - 704 

지하수 톤 8,165 4,916 

공업용수 톤 503,038 424,634 

용수 총 사용량 톤 511,202 430,254

용수 재활용량 톤 971 818

용수 재활용 비율 % 0.2 0.2

효성중공업은 지하수, 공업용수 등 취수원별로 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용수 사용량은 43만
톤으로서 2018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현황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노후된 용수 배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누수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생산지원팀에서 누수 설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체 점검함으로써 누수에 의한 불필요한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공장의 차단기제작팀에서는 수압시험에 사용된 용수를 필터링 한 후
용수탱크에 보관하여 매월 약 80톤의 용수를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절감 및 재이용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폐수배출량 톤 10,868.4 8,141.40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톤 1.05 0.4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톤 0.50 0.50 

부유물질(SS) 톤 0.28 0.05 

총질소(T-N) 톤 2.39 1.78 

총인(T-P) 톤 0.35 0.15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여과사 등 폐수처리장의 여과조 내용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폐수배출농도를
법정허용기준의 70%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폐수 및 수처리 현황

효성중공업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신입사원교육 및 연 2회 정기교육을 통해 폐기물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가연성, 폐지, 불연성 폐기물 등 성상별로 폐기물을
구분 배출하고 있으며, 폐기물보관소에서 다시 일부 혼재된 폐기물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분류
과정에서 신나통, 도형제통, 잡철 등은 따로 선별하여 고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 및 폐페인트는
배출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서별 배출량을 집계•관리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장으로 운반된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소의 수용 한도 및 보관 기한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관리되고 있으며, 폐기처리할 폐기물은 계약된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한다.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에 처리량, 처리업체 등의 정보를 기입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신규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일반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톤 - -

황산화물(SOx) 톤 - -

먼지(PM) 톤 11.6 10.0 

오존층 파괴물질

CFC(R-11) 톤 - -

HCFC(R-123) 톤 - -

HCFC(R-22) 톤 - -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대해 법적 허용기준의 60% 수준인 엄격한
사내배출허용기준을 수립하고, 사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활성탄, 백필터의 예방교체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대비 활성탄, 백필터의 파과주기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성탄, 백필터가 교체주기에
도달하면 적시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초고압변압기제작팀에서는 탈청시설에 인젝터 타입의 펄스를 도입하여
백필터 수명을 늘리고, 압축공기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등 기존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조팀에서는 디핑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기존에는 활성탄흡착탑으로 처리하였으나, 활성탄
파과시간이 짧아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생필터를 활용하는 흡착및촉매산화시설(베라리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교체시간을 단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상세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일반 폐기물

재활용 톤 6,419.2 4,115.3 

소각 톤 1,662.5 1,027.5 

매립 톤 372.0 124.5 

소계 톤 8,454 5,267 

지정 폐기물

재활용 톤 355.0 291.0 

소각 톤 344.1 108.2 

기타 톤 1.6 0.0 

소계 톤 701 399 

폐기물 발생 총량 톤 9,154.4 5,666.5 

폐기물 재활용량 톤 6,774.2 4,406.3 

폐기물 재활용 비율 % 74.0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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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유독물 사용량 톤 154.3 151.1 

유독물 사용량 원단위 톤/백만원 0.00008 0.00009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차단기 종류의 제품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전기가 차단되지 않는 품질 불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기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여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커서,
이를 해결하고자 수용성 초음파세정기를 도입하고 친환경 수용성 세척제를 사용하여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국내제조공장에 대해 집계하므로 원단위는 국내기준 매출액으로 하되, 건설부문 매출액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복원비용 천원 477,326 404,342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천원 2,320,847 334,103 

합계 천원 2,798,173 73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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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투자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매년 HSE목표와 부서별 세부 실행과제 수립을 통해 환경성과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KPI는 환경 법규 위반 건수 Zero,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준수, 폐기물(가연성, 폐페인트) 배출량
저감, 친환경 설계 및 원부자재 사용량 절감 등이 있습니다. 안전환경팀 담당자 2명이 환경과 안전분야로 나누어
분기별로 모든 부서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미달성한 KPI는 원인과
달성방안을 모색한 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 관리

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7 2018 2019

판매 천원 170,222,907 137,962,758 490,230,514

구매 천원 6,479,287 1,447,055 34,846,686

효성중공업은 녹색구매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그린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902억 원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며, 348억 원의 친환경
구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판매•구매 실적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신입사원(사내 협력사 포함) 입문 교육 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설비 운전자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차단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스인 SF6가스를 친환경 가스인 G3가스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어 SF6가스가 G3가스로 대체될 경우 기존 대비 약
98%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23,900kgCO2/kgSF6  380kgCO2/kgG3)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효성중공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비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국책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기술 개발의 선도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국책과제 참여

연구명 과제기간
사업비(백만 원)

비고
당사 현금 당사 현물 합계

전압형 HVDC용 전력기기 감시진단 기술 개발
2017.11~

2021.10
327 75 402 

설비수명
연장(환경)

변압기 유중가스 진단을 위한 기존 대비
95%이상 가격 절감, 사이즈 80%이상 축소된
반도체 5종 가스 센서 및 진단 IED 개발

2017.12~

2020.05
59 28 87

설비수명
연장(환경)

DC ±200kV급 전압형 MMC 개발 및 운영/실증
2017.11~

2021.10
65,817 7,500 73,317 에너지 효율

북미지역 건물 피크 저감 및 비상 전원용 ESS

제품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
2017.12~

2020.11
812 202 1,014

신재생
에너지

도시철도차량용 컨버터 일체형 경량 반도체
변압기 및 경량 고효율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개발

2018.04~

2021.12
135 765 900 에너지 효율

SiC 디바이스를 이용한 전기차용 1MVA급
멀티채널 충전기 개발

2019.05~

2022.12
756 504 1,260 환경

미래형 전력 서비스 모델 실증을 위한 체험단지
구축

2019.10~

2023.09
897 220 1,117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

2019.05~

2021.12
369 246 615 환경

효성중공업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ISO 14001 사후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자체 내부심사 및 HSE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으며, 내부심사자 2명씩 3개조를 구성하여 42개 부서를 대상으로 환경내부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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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효성중공업

2018 2019

재해자수 :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 명 18 15 

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 0.52 0.43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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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중공업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재해자수가 3명 감소하였으며,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2년 연속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직원 재해율

효성중공업은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운동치료실 신설,
체성분분석기(인바디) 도입 등 건강관리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설 개선

효성중공업은 매년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대상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유소견자는 산업보건의가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클리닉,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내 운동 프로그램, 절주 중식
이벤트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소견자 관리

효성중공업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파악된 근골격계 질환 대상자와 사내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산업보건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통해 선정된 관리대상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운동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효성중공업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파악 및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잠재 위험성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안전사고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 위험성평가에서는 고위험 작업을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직장, 안전관리자,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작업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잠재된 위험성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전사고 발생, 작업방법 변경 등 작업환경이 변화된 경우에도 상시 잠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행동 중심의 잠재위험성 평가 실시

효성중공업은 2017년부터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잠재 위험성평가, 개선제안제도 등을 통해 중량물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설계, 생기, 제작, 안전환경) 협의를 실시하여 설계 개선 등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 달기보조기구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육안점검이 어려운 라운드슬링(초중량물 취급 달기보조기구)은 외부 전문기관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량물 취급작업 위험성 중점 개선

효성중공업은 2019년도에 총 4건의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인증건축물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등급

용인기흥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한국감정원 2019-258 2019-06-05 일반(그린4등급)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한국감정원 2019-283 2019-06-25 일반(그린4등급)

청담 101 빌라 한국그린빌딩협의회 KGBC-C-b-327 2019-07-17 우량(그린3등급)

청담 101-17 빌라 한국그린빌딩협의회 KGBC-C-b-328 2019-07-17 우량(그린3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