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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개요 ] 

2011 OC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OCI의 세 번째 보고서 

입니다. OCI는 당해 년도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OCI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재무 및 비재무적 

측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보고기간 ]

OCI는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 

1개 년도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최근 3개 년도의 데이터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보고범위 ]

본 보고서의 보고범위는 본부, 연구소, 포항, 익산, 광양, 

군산, 인천 사업장을 주요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등 일부 

전사범위 보고 지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재무데이터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고서의 작성원칙 ]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1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ISO 26000 가이던스 

주요이슈를 활용하였습니다. 보고 기준에 대한 현황은 80-

83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증 ] 

DNV의 제 3자 검증 프로세스를 거쳤으며, 78-79페이지에 

검증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 문의처 ] 

100-718 OCI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OCI 빌딩 6층 경영기획팀

tel) 02-727-9285 fax) 02-777-9097

e-mail) oci_csr@oci.co.kr   homepage) www.oci.co.kr

About this Report



OCI, 화학산업의 

개척자에서 

그린에너지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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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탄산소다(sodium percarbonate) 공장의 준공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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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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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솔라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5년 동안 약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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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DJSI Asia Pacific 편입

OCI는 2년 연속 DJSI에 편입되었습니다. OCI가 

편입된 ‘DJSI 아시아 태평양’은 아태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상위 

20%만을 편입시키는 지역지수입니다.

새만금에 열병합 발전소 설립 허가

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열병합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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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CI는 3천만 달러 규모의 자본을 출자하여 

OCI China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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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OCI의 2011년 사회적 책임활동 및 경영성과를 담은 세 번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글로벌 그린에너지·화학 산업의 리더’라는 비전으로 달려온 OCI는 

유난히 어려웠던 2011년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세계적인 친환경 

녹색성장전략에 적극 부응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태양광산업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와 LED용 사파이어잉곳 등 다양한 그린에너지 사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인류환경보전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전심으로 애쓴 한 해였습니다.

신성장동력인 그린 에너지 사업 강화

2011년 OCI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전년대비 매출액 28.7% 증가, 

영업이익률 26.1%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OCI는 2008년 이래 매년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산업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2011년 말 기준 연간 42,000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세계 3대 폴리실리콘 생산회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제로에너지 건축정책에 부응하여 2010년 말부터 시작한 친환경 

고성능 진공단열재인 ‘ENERVAC’ 제품 사업을 연산 116만 m2 생산 

규모로 증설하고, 냉장설비 및 컨테이너 박스, 건설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본격적인 사업전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산업으로 각광받는 LED 산업의 핵심소재인 

사파이어잉곳을 생산하여 연간 400만 mm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고, 앞으로 2015년까지 전세계 시장의 20%를 공급하여 세계 3대 

생산업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CI는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서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는 한편, 차별화된 

기술과 가격경쟁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밝고 투명하게
성장하는 OCI가 되겠습니다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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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으로 객관적 우수지표 달성

OCI는 2011년 친환경 경영을 선언하고 친환경 전담추진조직을 각 사업장마다 보완하여, 더욱 철저한 

환경경영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목표로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든 사업장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를 비롯한 포항, 광양, 군산, 익산 총 4개 사업장은 이미 인증을 받았고, 전주 등 신설된 공장도 인증을 

위해 책임경영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OCI는 탄소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탄소 생산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1년 OCI는 에너지 절감율 4.6%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난 해 7월 정부로부터 36,680 tonCO2eq 온실가스 감축성과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환원을 통한 책임경영과 상생경영, 윤리경영 실천

OCI는 태양광에너지의 원리와 필요성을 어린 세대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 

‘솔라스쿨(Solar School)’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총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생생하게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지구환경보전의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CI는 한국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OCI미술관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력있는 신진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사업도 추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OCI는 중소기업과 2010년 대비 107% 향상된 거래를 달성하고, 협력사와 공동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반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협력우위를 바탕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OCI의 꾸준한 과제일 것입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듭해 온 OCI는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아시아태평양 다우존스지속가능 

경영지수(DJSI)에 편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윤리경영을 기업활동의 가장 기본 

덕목으로 두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2011년 제 12회 감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OCI는 향후에도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전지구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안전한 

환경관리에 앞장서고 사회적 나눔과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데 항상 솔선수범해 나갈 것입니다. 

주주,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고 정직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CI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백  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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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화학기업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각종 기초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Chemical 부문(무기화학,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단열재 부문, 사파이어잉곳 등 총 4개 부문의 사업영역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카본블랙, 핏치, TDI, 과산화수소, 과탄산소다, 흄드실리카, 폴리실리콘,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ENERVAC, 사파이어잉곳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폴리실리콘(POLYSILICON)은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전력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태양광산업 

Value Chain에서 첫 번째에 위치한 핵심 기초소재입니다. 10-nine(99.99999999%)급 이상의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정입니다. OCI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2008년에 9-nine급 폴리실리콘 상업생산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전 세계 

주요 고객들에게 10-nine급과 11-nine급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roducts

                  폴리실리콘

사업소개

interview

임민규 RE 사업본부장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

OCI 폴리실리콘 사업의 큰 강점은 케미컬 베이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경쟁 우위는 품질과 원가인데, 품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후발 주자이지만 원가절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침체기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사업부는 2011년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솔라스쿨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어린이들에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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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탄화학

OCI의 석탄화학부문에서는 철강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 조경유를 증류하여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석유화학부문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의 확대를 통해 제품의 다각화 및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섬유산업, 건설, 전기·전자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 원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끄는 한편,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ducts

카본블랙, TDI(Toluene Di-Isocyanate), 핏치,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무수프탈산, 폴리올, 가소제

무기화학

OCI는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원재료로 사용되는 무기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선 

기술과 고품질의 제품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무기화학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해외 생산기지의 확장 및 효율적인 원자재 공급을 통한 품질 향상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OCI는 

고객과 더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세계 전역의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Products

과산화수소, 과탄산소다, 염화칼슘, 흄드실리카, 인산

정밀화학

정밀화학부문에서는 고순도인산과 시약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OCI는 일반 분석용 시약을 비롯하여 

고품질의 반도체용, 유기합성용, 생화학용 등 각종 특수 시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Products

고순도인산, 시약

interview

김재신 CHEMICAL 사업본부장

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고부가가치 개발과 

철저한 환경 안전 요소를 고려한 투자

사업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며 연구소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존 품목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에 대한 최고 높은 등급을 전 공장에 적용시켜 환경,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공장에도 모든 환경 지수에 맞췄을 때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합니다. 특히, 화학 공장은 건설 전과 관리 과정에서 환경 안전 요소를 철저하게 고려하며, 평가를 통해 공장별 

성과를 측정하는 종업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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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ENERVAC은 흄드실리카를 특수처리하여 열전도율 0.0045W/mK 이하의 단열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발한 OCI의 신개념 단열재입니다. ENERVAC은 흄드실리카를 주원료로 제조한 심재에 특수 재질 

외피를 입혀 고진공의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공기의 흐름이나 수분으로 인한 열전도를 막는 최고 

성능의 단열재입니다.

      Products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ENERVAC

interview

신기수 VIP 단열재 사업본부장

생산부터 폐기까지 친환경적인 프리미엄 단열재

VIP단열재사업본부가 개발한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ENERVAC은 기존의 단열재보다 더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흄드실리카(Fumed Silica)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ENERVAC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친환경적인 단열재로서, 

혁신적인 에너지저감, 공간증대 및 효율성, 제품 수명이 긴 내구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ENERVAC의 사용효과를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단열재로서의 인식을 구축시키기 위해 전시회, 광고 및 세미나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ENERVAC의 사용용도로는 건축용 자재뿐 만 아니라 백신이나 제대혈 수송의 단열박스 

및 냉장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서 ENERVAC과 같은 고성능 단열재시장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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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Growth

OCI는 발광다이오드(LED) 원재료인 사파이어잉곳의 첫 출하를 시작하고 글로벌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술인 열교환법(HED)을 이용하여 2·4·6인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 

제품 생산과 수율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경쟁사 대비 원가경쟁력을 갖췄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글로벌 톱3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Products

                  사파이어잉곳

interview

김택중 사업개발본부장 사업본부장

새로운 도전으로 그린 에너지 리더 실현

OCI의 사업 방향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극봉용 탄소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 

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만의 랩, 파일럿,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단계의 

체계적인 Business Development System 을 통해서 2009년도 비즈니스 랩 단계 부터 진행해온 사파이어잉곳 사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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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해관계자 범위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주주 등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룹과 

정부, 미디어, 지역사회 및 NGO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선별을 위한 첫 단계로 부서별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영향력 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별 의견반영 정도, 문제해결의지,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OCI는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OCI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노사협의회, IR 등 다방면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들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반영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쟁점

커뮤니케이션 채널 고객만족도 조사, 직접 방문, 온라인 상담

주요이슈 고객만족경영, 고객 정보보호

페이지 54, 55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사협의회, 직원몰입도 조사, 경영현황

설명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트라넷

주요이슈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적인 임직원 역량 교육

페이지 47, 48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주총회, 기업설명회(IR), 공시, 홈페이지

주요이슈 투자자에 대한 보상, 해외 사업 및 시장 확대

페이지 19

커뮤니케이션 채널 교육 및 워크숍, 공동협의회, 현장 방문,

공동 연구, 학회 및 회의

주요이슈 중소 협력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지원

페이지 56, 57

커뮤니케이션 채널 지역주민 간담회, 신문고, 지역행사 참여

주요이슈 전사가 참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강화, 지역사회와

의 공존을 위한 노력

페이지 58-63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NGO

주주 및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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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2011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 이슈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슈 도출을 위해 내,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사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OCI는 주요 보고 쟁점을 선별하여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기업의 경영 쟁점을 선별하여 2011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는 외부 이슈파악, 내부 이슈파악, 이슈 구성 및 핵심이슈 도출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2011년 한 해에 

대한 미디어 조사, 글로벌 스탠더드 검토,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이슈의 경우 

사내 경영쟁점 파악, 임직원 인터뷰,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내, 외부 이슈를 토대로 내, 외부 이슈의 연관성 및 빈도, OCI의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STEP 1. 외부이슈 파악

OCI는 국내외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2011년 한 해에 대한 미디어 조사, GRI, DJSI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검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외부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벤치마킹 및 글로벌 스탠더드 검토 | 화학산업을 비롯한 OCI의 주요 사업군에 대한 국내외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GRI G3.1, ISO 26000, DJSI 등 글로벌 스탠더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벤치마킹 : 국내외 선진기업

• 미디어 조사 : 각종 언론보도 

  (2011. 1. 1~2011. 12. 31)

• 글로벌 스탠더드 검토 : 

  GRI G3.1, DJSI, ISO 26000 등

• 외부 이해관계자 : 고객 만족도 조사,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등

외부 이슈 파악

Step 1. 

• 사내 정책 및 경영전략 분석 : 

    사내규범, 정책 분석 및 경영전략 분석,            

경제효과 분석

•임직원 인터뷰 : 주요 이슈 관련 부서

• 내부 이해관계자 : 임직원 간담회, 

   임직원 워크숍,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 등

Step 2. 
내부 이슈 파악

• 이슈 풀 구성 : 내외부 이슈 

   연관성 및 빈도

• 중요이슈 도출 : 글로벌 스탠더드, 

   비즈니스 영향을 고려해 내, 외부 

   쟁점 우선순위화

Step 3. 
이슈 구성 및 
핵심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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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 OCI는 2012년 4월 협력회사,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해외 사업 및 시장 확대,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 

전사가 참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강화 등이 각 쟁점 별 주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조사 | OCI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업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서 바라본 주요 경영활동을 분석하였습니다.

STEP 2. 내부이슈 파악 

OCI는 사내정책, 주요 경영전략 및 경영상의 변화,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 경제효과 및 정책 분석과 

같은 사내 정책 및 설문을 통해 내부적인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영전략 분석 및 임직원 인터뷰 | 경영정책, 사업상의 중요한 변화, 전략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내부적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신기술의 개발, 해외사업의 확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밖에 경영상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 | 내부 이해관계자의 중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노사 문화 확립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각 영역별 주요 쟁점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쟁점 중 맞춤형 복지제도 및 자기개발 지원이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선별되기도 하였습니다.

2.1%
환경    

•그린경영 

•녹색인증상 수상

   

•LED용 사파이어잉곳 공장 건설

• OCI머티리얼즈, 2차전지 전해질 사업 본격화

•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계획

•공장 증설로 시장지배력 확대

50%
경제, 사업   

•GDR 발행 성공

•美 태양광 발전업체 인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 1위

•공격적 투자로 태양광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고기능 진공단열재 '에너백' 개발

47.9%
사회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설치 시작

•투명경영 모범기업으로 잇달아 선정

•감사 대상 수상

•송암문화재단,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장학금 지급

•日 지진 피해복구 기금 기탁

47.9%
5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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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중요성 평가 결과

2011 중요성 평가 결과, 경제, 사회, 환경, 임직원 영역에서 총 28개 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영역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해외 사업 및 시장 확대, 경영 효율화 

증대 및 조직생산성 개선 노력이 주요이슈로 나타났으며, 환경영역의 경우, 전사 환경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영역의 경우, 산업의 특성을 

살린 전략적 사회공헌 강화,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 중소 협력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지원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 공정한 성과평가, 복지제도 개선, 체계적인 

임직원 역량 교육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❹ 임직원 측면❸ 사회적 측면❷ 환경적 측면 ❶ 경제적 측면

1-2

1-3

1-71-5

2-1

2-6

2-3

2-2

2-7

4-1

4-7

4-2 4-6

4-5

4-3

4-4

2-4

2-5

3-1

3-2

3-3

3-4

3-5 3-6
3-7

1-6

1-4

1-1

사
외

 중
대

이
슈

사내 중대이슈

1. 경제적 측면

1-1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21

1-2 해외 사업 및 시장 확대 23

1-3 공정경쟁, 반부패 및 윤리경영 실행 강화 71,72 

1-4 지속적 경영 효율화 증대 및 조직생산성 개선 노력 추진 20

1-5 경제/사회/환경적 통합 리스크 관리 24,25 

1-6 회사의 경영철학 및 비전의 명확한 제시 67,68

1-7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69,70 

2. 환경적 측면

2-1 전사 환경경영 전략 수립 28,29

2-2 환경 영향 저감 활동 강화 35,36 

2-3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37,38

2-4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42

2-5 친환경 인식 변화 및 국제 협약 대응 노력 29

2-6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 43

2-7 친환경 물류 추진 39

3. 사회적 측면

3-1 전사가 참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강화 58,59

3-2 고객만족경영 및 정보보호 55

3-3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 61,62

3-4 중소 협력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지원 56,57

3-5 사업장 주변 안전 강화 59

3-6 임직원 역량 강화 47

3-7 노사 문화 확립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59

4. 임직원 측면

4-1 우수한 인재채용 46

4-2 핵심인재 육성 47

4-3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48

4-4 맞춤형 복지제도 및 자아성장 지원 48

4-5 체계적인 임직원 역량 교육 47

4-6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49

4-7 경영진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49

2011 중요성 평가 메트릭스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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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rinciPles

OCI는 기업의 기술력, 공정 노하우, 효율적인 제조능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용비용 절감, 품질개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과 창조경영을 통해 달성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 PerforMances
분류 2009 2010 2011

재무 
성과

매출액(억 원, 연결기준) 27,279 33,220 42,758

당기순이익(억 원, 연결기준) 4,276 6,689 8,647

경영 
안정성

부채비율(%) 175 145 94

경영 
혁신 

R&D 매출액 기여도(억 원) 345 552 635

6시그마 경영성과(억 원) 106 103 113

CR 활동 원가절감 성과 
(억 원) 

233 631 1,455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2012 goals

OCI는 신 사업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와 이에 대한 비중을 높일 계획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부채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자산에 대한 투자와 자본지출은 지속적으로 높여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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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ErformancE
innoVation and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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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고성장과 고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화학 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력, 공정노하우, 효율적인 제조능력 등을 활용해왔습니다.

성장성

OCI는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화학, 무기화학 및 기타 부분, 3개 사업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확장 등을 통해 전년대비 29%의 매출액 증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 국가의 보급정책 등에 의한 정부 주도형 산업인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등의 소재, 태양전지 등의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태양광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나, 현재 태양광-폴리실리콘 업계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경쟁적인 

신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기조 확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기존 유럽 중심의 

태양광시장에서 북미 및 아시아시장으로의 재편 등과 같은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여 경쟁력이 열악한 군소업체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폴리실리콘 

수출대상은 대만, 중국 등 세계 주요 태양광 업체이고,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요확대, 기존 화학에너지의 고갈, 안전한 

클린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 Grid Parity 달성 등에 힘입어 태양광시장의 회복,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석유ㆍ석탄 화학 부문 | 석유화학산업은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전기전자, 컴퓨터, 

자동차, 건설 등 산업에 기초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주요 기간산업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격은 환율변동이나 유가 

등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 석유화학 수급(3대부문 기준)은 생산이 전년대비 3.1% 

증가하고, 수요는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반등이 예상되며, 국내 전반적인 수출 경기의 위축에 따른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꾸준한 수요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전망에 따라 카본블랙 제품, TAR제품, 

BTX제품, P/A 제품 등은 기업의 주요 성장종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

 주요 재무 지표  2010 2011 증가율

성장성

 매출액(억 원)   33,220 42,758 29%

 유형자산(억 원)  37,798 48,072 27%

 당기순이익(억 원)  6,689 8,647 29%

 총자산(억 원)  55,962 72,050 29%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단위 : %)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화학 부문  

 무기화학 및 기타부문

37 32

2010

2011

30

47

2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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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 및 기타 부문의 성장 | 화학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장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 품목 또한 다품종입니다. 이 중 과산화수소의 경우, 과거 주 수요처였던 

제지(신문용지), 섬유 부문은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폐수처리, 토양복원 

등 환경수요 증가, LCD,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과산화수소 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의 전방산업은 반도체, LCD, 태양광전지 산업이며, 반도체의 경우 기존 컴퓨터나 IT기기를 

벗어나 백색가전용, 자동차용 반도체 등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원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인 태양광전지 

산업 역시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가스의 전방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특수가스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에 기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가지고 관련산업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한 원료 공급처 확보와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OCI는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화학, 무기화학 및 기타 사업 부문의 사업확장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 OCI의 

영업이익은 1,114십억 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864십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기업은 50년 이상의 종합적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을 통해 얻은 

경험, 기술적인 노하우와 공정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폴리실리콘과 같은 

신규 사업에서 보다 빠르게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생산능력을 

42,000 톤으로 증설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능력 기준 세계 3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설비의 개선과 신규공장 건립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는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순도 10N 과 11N 수준의 폴리실리콘을 상업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석유석탄 화학 부문에서 OCI는 카본블랙의 원료 품질면에서 가장 우수한 석탄계 크레오소트유를 

자체 생산, 사용하여 높은 순도 및 품질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펠레트 제조 기술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분산성과 가공성 면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Pitch는 전 세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알루미늄 제련업체들로부터 균일한 품질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BTX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환경관리, 

안전관리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About oCI EnvIronmEntAl vAluE 
CrEAtIon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EnvIronmEntAl PErformAnCEEConomIC PErformAnCE

 주요 재무 지표  2010 201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26 26

 매출액순이익률  20 20

 총자산순이익률(ROA)  13 14

 자기자본순이익률(ROE)  34 29

(단위 : %,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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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무기화학 및 기타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한 원료 공급처 

확보와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 플랜트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설비 증설에 따르는 비용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여러 번의 공장 증설과 그에 따른 생산안정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요에 앞선 선도적인 설비증설을 통하여 수요 확대에 대응하였으며, 대규모 생산 설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제조원가를 대폭 절감하여,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가스의 경우, 기존공정의 생산기간, 비용, 원가 절감과 함께 NF3와 SiH4에 대한 대규모 생산 

설비 증설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도 앞선 생산량과 원가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정성

OCI는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 기업신용도 관리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채비율은 94%로 2009년 175%, 2010년 145%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지급능력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유동비율로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비율 또한 2011년 5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지표  2010 2011

안정성

 유동비율(%)   237 331

 부채비율(%)  145 94

 비유동장기적합률(%)  104 91

 자기자본비율(%)  41 5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회)  0.59 0.59

 매출채권회전율(회)  7.23 6.96

 재고자산회전율(회)  11.25 9.70

 유형자산회전율(회)  0.88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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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11년 OCI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한 총 금액은 2,873십억 원 입니다. 

정부 | OCI는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성과를 법인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136십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협력회사 | 2011년 OCI는 협력회사로부터 총 2,598십억 원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중 

지역사회에서 구매한 물품, 장비 구매 및 전체 공급업체 이용에 지출된 비용은 2,402백만 원 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금액은 599,372백만 원 

이며, 2010년 306십억 원 보다 96% 증가하였습니다.

임직원 | OCI는 임직원에게 급여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는 총 76십억 

원이며, 이는 2010년 대비 24% 증가한 금액입니다. 항목 중 전년대비 29% 증가한 급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복리후생비와 퇴직급여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 임직원에게 임금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임직원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 OCI는 자선단체 기부,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업이 지역사회에 투자한 금액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총 8,439백만 원 입니다. 또한 기업은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신규채용 인력은 총 343명 입니다.

주주 및 투자자 | OCI는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1년 기업의 주주 배당금 총액은 52십억 원 입니다.

경제적 성과 배분

  분배대상 분류 2009 2010 2011

주주

  주당배당금(원) 2,000 3,250 2,200

  주당순이익(EPS, 원) 18,530 25,724 30,937

  배당금 총액(백만 원) 44,925 73,972 52,489

임직원

  급여(백만 원) 39,119 46,980 60,622

  복리후생(백만 원) 6,180 9,238 9,901

  퇴직급여(백만 원) 6,159 5,578 6,380

협력회사  재화와 서비스(백만 원) 1,516,285 1,868,300 2,598,962

지역사회
 정부 법인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백만 원) 79,954 115,585 136,855

 지역사회, 고객 사회공헌비용(백만 원) 1,437 3,694 8,439

총(백만 원)   1,694,059  2,123,347  2,873,648 

About oCI EnvIronmEntAl vAlu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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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OCI는 6 시그마와 CR활동과 같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유형 및 무형의 효과를 산출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창출을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변화 대응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6시그마 | OCI는 “6 시그마 경영혁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를 기치로 내걸고 2006년부터 

전사적인 6 시그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혁신 

과제수행을 통한 혁신인력 역량향상으로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6 시그마 활동을 통해 총 56개의 BB, GB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대비 

4.6%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에너지, GHG Mega 과제를 더욱 강화하여 

주요 감축과제로 도출된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실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6년 간 

시행해 온 6시그마 활동의 know-how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MBB, BB등의 

인력양성을 전문화하고, 자체 Coaching 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장 챔피언 중심의 자율혁신을 이루기 

위한 원년으로 2012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CR 활동 | 기업의 수익 창출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대를 통한 외적인 부분과 원가 절감(Cost 

Reduction) 등을 통한 내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내적 성장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새로운 혁신문화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OCI는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으로 6시그마와 더불어 2006년부터 CR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Top-down 방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의 모든 분야에서 원가절감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본격적인 CR 활동을 추진하여 공정개선 및 획기적인 

원가절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FEA(Financial Effect Analyst, 재무성과 검증 전문가)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개선과제의 재무성과에 대해 재무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1년 CR 활동을 통해 OCI는 총 438여 개 과제를 발굴, 해결하여 총 1,45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OCI는 지속적으로 CR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일상업무와 구분되는 명확한 개선과제의 선정, 추진 및 

실적검증을 조직문화로 내재화 시키는 동시에, 신규공장인 VIP 및 CG공장 뿐 아니라 그룹 계열사로 

CR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전파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6시그마 및 CR 원가절감 현황

 2009 2010 2011

6시그마 경영성과 106 103 113

CR 활동 원가절감 성과 233 631 1,455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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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활동 강화

OCI 중앙연구소에서는 최신기술 응용제품 개발, 기존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및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초제인 BAS, 제설제인 

염화칼슘, 표백제 원료인 코팅 과탄산소다, 기타 가소제 등 유무기 화학물질의 고유 생산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의 연구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급 인산, LED 기판소재인 사파이어, 

흄드실리카를 이용한 차세대 친환경단열재 등 정보전자 소재에서 친환경 에너지까지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략 | OCI는 주요 연구개발 전략으로 ‘Origin of Chemical Innovation’이란 비전을 중심으로 

1) 시장에 선재적 대응, 2) 부가가치가 크고, 고객 지향적인 독창적 제품과 기술 추구, 3) 신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 확보, 4) 프로젝트 추진 중 Open Innovation과 Core 

Competencies 최대 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 주요 연구개발 성과 | OCI 중앙연구소는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1년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흄드실리카 표면처리 기술 

개발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흄드 실리카 표면처리 기술 개발 】

OCI는 군산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흄드실리카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흄드실리카의 표면처리를 통해 고무, 실란트, 토너 등 특수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12년에 상업생산 설비를 완공하였습니다.

【 전도성 카본블랙 개발 】

OCI는 특수 카본블랙 제품군 개발의 일환으로 전도성 카본블랙을 개발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광양공장에서 생산되는 카본블랙의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interview

양세인 중앙연구소장

빠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기술 개발

OCI 중앙연구소는 기존 사업은 단기 과제, 신규 사업은 장기 과제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R&D 트렌드인 ‘타이밍’에 맞춰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빠른 기술 개발 속도는 OCI

의 우수한 기술 인력 덕분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을 할 때 환경적 Safety 측면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부산물을 가지고 흄드실리카를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부산물을 처리하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에서 탈피하고 Open Innovation을 통해 꼭 필요한 제품이나 소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국책 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카본파이버를 개발하는 탄소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45

2009

552

2010

635

2011

R&D 매출액 기여도

 (단위 : 억 원)

0.7

2009

0.5

2010

0.6

2011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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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의 성장

OCI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규산업의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NERVAC, LED 

사파이어잉곳, 침상코크스 개발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 ENERVAC 사업 확장 | 열전도율이 매우 낮은 흄드실리카를 

활용한 ENERVAC은 최고의 단열 성능을 자랑할 뿐 아니라, 식물첨가물로 활용되는 흄드실리카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OCI는 2010년 ENERVAC을 최초 출하한 이후, 2011년 3월 

국내 냉장설비 단열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판매 첫해인 2011년 매출액은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를 건설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극대륙의 지진관측장비 보호 

단열 용도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냉장 트럭, 컨테이너 박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생산능력을 현재 160,000 sqm에서 1,160,000 sqm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LED용 사파이어잉곳 생산 시작 | 사파이어잉곳은 LED의 기판으로 사용됩니다. LED는 납이나, 수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백열등에 비해 소비전력이 1/5수준이며, 수명은 형광등보다 100배에 가까운 

친환경, 고효율 광원입니다. OCI는 전주에 연간 400만 mm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립하는데 

1,0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전 세계적 수요량의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2015년까지 전세계 공급량의 20%를 차지하여 세계 3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침상코크스 | OCI는 2011년 11월에 하루 3 ton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공장을 군산에 건립 

하였으며, 석탄과 오일 원료를 합성하여 침상코크스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NERVAC 단열효과

ENERVAC
(0.0045	W/MK)

30mm

AEROGEL
(0/015	W/MK)

POLYURETHANE FOAM
(0.026	W/MK)

240mm

EPS
(0.036	W/MK)

100mm

173mm

206mm

XPS
(0.031	
W/MK)

Change

변화는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OCI는 장기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산업부문에서의 부가적인 가치 혹은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과 

함께,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OCI는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쟁적인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 석유, 

석탄, 화학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매출 비중이 201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화학, 무기화학 부분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 사업분야에 대한 의존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Total Sales Total EBITDA

	Traditional	Businesses
					New	Businesses		

	Traditional	Businesses
					New	Businesses		

2001 2011

KRW

313
bn

KRW

1,571
bn

480

1,091
69%

31%
100%

2001 2011

KRW

1,699
bn

KRW

4,276
bn

2,191

2,085
49%

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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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 OCI는 CPD(Cornerstone Power Development)사를 인수하여 미국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북미지역에 약 40개 이상의 2~20MW 규모의 발전소를 현재 개발진행 

중입니다. 또한, OCI의 계열사인 엘피온은 5만 톤의 폴리실리콘 핵심원료인 Mg-Si 공장을 말레이시아에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에 건설될 공장은 전략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원료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3백만 달러 규모의 자본을 출자하여 OCI China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OCI China 법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지주회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 활동 | OCI는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여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GDR 발행주식수는 148만8천여주(자사주 36만여주 포함)이며, 

발행가격은 약 51만 원입니다. 회사가 GDR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폴리실리콘 제4공장(군산)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OCI의 적극적인 IR활동은 GDR 발행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Analyst Days와 해외 Non-Deal 

로드쇼를 개최하고, Piper Jaffray, UBS, RBS와 삼성이 주최한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10월 한국 IR대상에서 이우현 사업총괄부사장(CMO)이 모범적인 IR관련 임·직원을 

선발하는 ‘BEST IRO’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OCI는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과 시장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사업 

다양화와 전세계적 시장확보를 통해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1년, 기업 매출액의 60% 이상이 국내 시장에 

머물렀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에 제한적이었던 판매경로를 

중국, 대만, 일본 등 새로운 시장으로 다양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매출액의 약 70%가 해외시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다양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3.2%

KRW 4,276 bn

0.6%

KRW 1,699 bn

57.8%

9.5%

10.5%

4.9%
16.7%

37.3%

24.4%
4.4%

10.4%

8.0%

12.3%

 Korea   China   Japan   Taiwan   North America   Europe   Rest of World

20112001

Chance
Global Sale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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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의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평판 혹은 사회, 환경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 관리

OCI는 경영 활동으로 인한 외환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OCI 자금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팀은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관리 | OCI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입출금 내역 및 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위험 |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OCI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순이자비용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입금의 만기구조 및 변동·고정금리 차입비율 관리, 이자율 

헤지 거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차입금 현황 및 이자손익을 집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Challenge

OCI는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 사업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치는 한편, 

규모의 확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자본효율화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투자와 자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타인의 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레버리지 비율, 부채성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Leverage Ratio and CAPEX Investment

 Leverage ratio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CApEX 

176%

2009

144%

2010

94%

2011

KRW

3,033
bn

KRW

3,780
bn

KRW

4,807
bn

849 1,084
1,476



25 2011 OCI  Sustainability	Report	

외환위험 | OCI는 외화로 표시된 통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회계적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제 영업이익의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경제적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래수출·수입금액 파악 및 집계, VaR(Value at Risk) 값 측정, 대외 

헤지 거래 실시, 손익 평가 및 보고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적 환위험은 환율변동으로 

외화 매출 및 매입시점부터 입금 및 지급 금액이 변동되고,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산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외환손익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OCI는 회계적 환위험의 관리를 위해 ERP 

System과의 연계를 통한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 관리

OCI의 비재무리스크는 내부 윤리강령, 부패 신고제도, 내부감사 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과 작업장에서의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 관리 | OCI는 뇌물 수수, 부패 등 비윤리적 경영활동 등 이와 관련된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실을 중심으로 월 1회 각 사업장을 방문하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문고 제도와 같은 신고제도를 통해 내, 외부 신고 접수가 있을 때 비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은 윤리경영을 통해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리스크 관리 | OCI는 산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오일 및 가스누출 등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생산활동 중단,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혹은 사업장별 비상사태 대응방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명 및 환경영향 최소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가능한 비상사태를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예상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명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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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료에 대한 사용량 기준임

** 데이터 산출 범위의 차이로 2009/2010년 보고서와의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2011 PerforMances
분류 2009** 2010** 2011

친환경적 
사용 

원료* 사용 (ton) 1,525,089 1,507,291 1,496,876

에너지사용 (TJ) 30,093 37,813 41,766

용수 사용 (ton) 8,623,692 9,318,389 12,259,740

환경투자금액 (백만 원) 7,006 13,303 8,606

친환경적 
관리

온실가스 배출 (tonCO2eq) 1,709,941 2,125,330 2,792,432

오염사고 (건) 0 0 0

친환경적 
배출

폐기물 배출 (ton) 75,003 67,198 131,980

폐수 배출 (ton) 1,913,440 2,063,021 2,454,945

ManageMent PrinciPles

OCI는 화학 업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기업활동을 지향하고자 친환경 경영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원의 친환경적인 사용, 관리, 배출을 통해 OCI를 

둘러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2012 goals

OCI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원단위 사용량을 줄이고, 끊임없는 환경투자를 통해 

원단위 배출량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thinkinG about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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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친환경

경영목표

Global Standard 적용

•친환경기업 인증 

획득

(모든 사업장의 ISO 

14001 인증 획득)

•각 사업장 별 

세부목표 수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온실가스 배출저감 

중장기 계획 수립

•각 사업장 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진

군산
• 전년 대비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5% 절감

• 환경순찰 점검사항 개선실시율 95% 이상

• 폐수처리오니(슬러지) 재활용 추진

• 폐수 14% 및 폐기물 17% 발생량 원단위 절감

• 개선실시율 96% (요청 228건, 개선 220건)

광양

•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농도 지속적인 감소

• 토양오염예방

• 설비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 폐기물 발생량 감량

• 악취 및 VOC 발생 최소화, 폐수처리장 최적운영

• 토양오염누출 사전차단

• LNG Burner 개선

• 84.5톤 감량 (전년 대비 10% 절감)

포항
• 토양, 지하수 오염지역 정화 실시

• 대기오염물질 저감

• 폐수처리 약품사용량 절감

• 토양, 지하수 정화공사 착공

• 동력탈황설비(동력과 SOx 처리율 0% -> 84.56%)

• 타르탈황설비(벙커C Burner -> 부생 gas Burner)

• Alum, NaOH, Polymer 약품 사용량 70% 절감

익산

• 필터 교체 주기 관리를 통한 필터 교체 원단위 절감

• 알루미나 교체 주기 관리를 통한 경유 원단위 절감

• 작업장 지정 폐기물 원단위 절감

•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개선으로 배출량 절감

• 필터 교체 30% 원단위 절감

• 경유 48% 원단위 절감

• 지정 폐기물 10% 원단위 절감

• 생활 폐기물 배출량 12% 절감

OCI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부터 판매하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기업 경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 임직원에게 친환경 인식을 확산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친환경 경영 선언

OCI는 전사적으로 환경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 방침에 따라 일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기업경영이 환경친화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체계

친환경 경영 목표

OCI는 환경 경영 방침에 따라 전사적인 친환경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각 사업장 단위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평가함으로써 OCI의 모든 

사업장이 친환경을 지향하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OCI 친환경 경영 선언문

우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화학, 무기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구매활동에서부터 모든 

생산활동 및 제품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결의한다.

1.  최고경영층은 정기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정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오염방지를 달성한다.

2.  환경 관련 법규 및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의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 준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3.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및 기타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  환경방침은 문서화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해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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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위원회

군산
사업장

환경
안전

포항
사업장

환경
안전

광양
사업장

환경
안전

익산
사업장

환경
안전

인천
사업장

환경
안전

전주
사업장

환경
안전

경영혁신팀 기술관리팀

관리총괄
지속적인 개선

Continual
Improvement

경영자 검토
Management

Review

점검
Checking

실행 및 운영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환경방침
Environmental

Policy

계획
Planning

친환경 경영 성과

OCI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화학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자 친환경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OCI는 일찍이 친환경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기업 인증에 주목해 왔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화학기업이 되고자 1996년 포항, 광양사업장을 

시작으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현재 본사를 비롯한 4개의 사업장이 ISO 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려는 OCI의 책임있는 경영에 대한 의지이자 

친환경 경영의 결실입니다.

친환경경영시스템

OCI는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총괄 산하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사 차원의 조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회사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하여 개선방법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활동은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개별 사업장의 환경경영을 점검하여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CI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평가하고 중요한 환경 영향을 경영 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경영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시스템 내 환경오염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비상사태 관리 등 환경과 관련된 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OCI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환경에 대한 

방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수상 실적

사업장 수상명 수상 일자 주최

군산
 녹색기업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환경부장관상 2011. 06. 25 환경부

 신재생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

 인천 인천 세계 물의날 기념 인천광역시장상 2012. 03. 28 인천광역시

익산 익산 전북도청 환경부분 자율점검업소 지정 2011. 03. 23 전북도청

환경 인증 현황수상

사업장 인증 규격 인증 일자

포항 ISO 14001 1996. 11. 13

광양 ISO 14001 1996. 11. 15

군산 ISO 14001 2002. 10. 23

익산 ISO 14001 2006. 11. 30

친환경경영시스템 친환경 추진 조직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EConomIC PErformAnCE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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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무재해추진위원회

환경안전팀 생산팀

사업장 책임자

(공장장)

친환경 커뮤니케이션

OCI의 모든 사업장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 및 서식지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OCI 

사업장 인근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OCI는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1사업장 1하천 운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사업장의 ‘냉천 인근 지역 환경정화활동’, 익산사업장의 ‘상수원 수로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군산사업장의 경우 바다 연안에 위치한 특색을 살려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자 ‘1사업장 1연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육 및 성과 관리

OCI의 본사 및 각 사업장에서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사 차원의 교육 체계 아래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직급과 직무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은 강의, 토의, 자율학습, OJT, 

외부위탁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CI는 각 

사업장에서의 환경적인 성과를 성과관리 시스템(PMS)과 연계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에서 경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며,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시 

하는 OCI의 친환경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안전보건 체계

OCI는 안전보건 체계를 통해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의 안전보건 체계는 국제적인 표준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재해, 무공해 사업장을 유지, 정착하여 사업장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OCI는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시 하고자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포항사업장의 KOSHA 18001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포항, 군산, 

익산사업장은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였고, 군산, 광양사업장은 OHSAS 18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OCI가 국제적인 글로벌 수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안전보건경영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OCI는 안전보건경영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성과 환경 유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OCI는 안전보건 영역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경영진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인증 현황

안전보건 추진 조직

사업장 인증 규격 인증 일자

포항 KOSHA 18001 2001. 05. 10

광양 OHSAS 18001 2006. 01. 03

군산
 KOSHA 18001 2003. 11. 21

 OHSAS 18001 2003. 11. 08

익산 KOSHA 18001 2011.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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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활동 추진

OCI의 안전보건경영 활동은 안전 사고의 예방을 넘어 업무 및 제도 등에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하고, 

조직 전체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 

방침에 따라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매월 안전보건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분기 1회 부서장들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 

보건, 정리정돈 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안전보건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고, 매월 노사합동 안전점검 

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전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OCI는 공정 및 제품의 안전보건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자 주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 및 제품은 상시적으로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OCI는 내부 심사, 협력업체 심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선권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미흡한 

사항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 체계

OCI는 사업장 단위로 환경안전경영을 위한 활동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비하여 안전보호구, 방제 장비 등을 구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불시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간 환경오염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조치훈련 현황

사업장 연계 기관 실시 횟수

익산  자체 실시 16회

인천 인천 남부소방서 6회

포항
 포항 남부 

2회
 소방서 외 4곳

광양 광양소방서 15회

조치

복구

보고서 작성

승인

비상훈련계획수립

승인

비상훈련 실시

평가

비상
계획
수립

각 부서 환경안전담당부서

훈련
실시

비상
사태

발생 및
조치

비상조치계획

승인

배부

숙지 (전 사원)

비상훈련

시나리오 작성

비상훈련 실시

비상사태 발생

시정·예방조치 실시

비상사태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주요 심사 영역

•변경관리 사항

•부서별 안전보건 세부목표 추진계획

•환경안전평가 시행 및 개선

•위험성평가 운영현황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계획 및 실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공장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이행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문서화 및 문서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비상사태
관리지침

•시정 및 예방조치 규칙

•사고조사 규칙

•비상조치 계획서

•문서 및 자료관리 규칙

•비상사태조치 결과보고

•교육훈련 규칙

비상사태 관리지침

•실행 및 운영관리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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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사용량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환경 투자 및 지출 비용

OCI는 기업 경영(Process)에 필요한 자원(Input)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단위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Process)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영향(Output)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단위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물질흐름도

* 군산, 익산, 광양, 인천, 포항 사업장 합산

* 주요 원료에 대한 사용량 기준임

* 군산, 익산, 광양, 인천, 포항 사업장 합산

* 군산, 익산, 광양, 포항 사업장 및 본사/연구소/연수원 합산

* 군산, 익산, 광양, 인천, 포항 사업장 합산

 2009년 2010년 2011년

원료 사용량 1,525,089 1,507,291 1,496,876

 2009년 2010년 2011년

에너지 사용량 30,093 37,813 41,766

 2009년 2010년 2011년

환경 투자 및지출 비용 7,006 13,303 8,606

(단위 : ton) 

(단위 : ton) 

(단위 : TJ) 

(단위 : 백만 원) 

 2009년 2010년 2011년

용수 사용량 8,623,692 9,318,389 12,259,740

INPUT 

(2011년 기준)

                      원료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3대 원료 사용량 471,572 ton 직접 8,232 TJ

 기타 사용량 1,025,304 ton 간접 33,534 TJ

                     재생원료 사용량                       용수 사용량

 알루미나 245 ton 상수도 및 공업용수 12,043,604 ton

 인산암모늄 757 ton 지하수 및 우수 216,136 ton

   재활용 85,000 ton 

 환경투자 및 지출비용   8,606 백만 원

OCI는 친환경 기업 

경영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y
System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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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폐수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OCI는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고민

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사용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원료를 운송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y Analysis Eco-Friendly Operation Eco-Friendly Logistics

OCI는 제품과 기술 개발 과정

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있

습니다.

Eco-Friendly Product & 
Technology Development

* 군산, 익산, 광양, 포항 사업장 및 본사/연구소/연수원 합산

* 군산, 익산, 광양, 인천, 포항 사업장 합산

* 군산, 익산, 광양, 인천, 포항 사업장 합산

* 군산, 광양 사업장 합산

* 데이터 산출 범위의 차이로 2009/2010년 보고서와의 데이터가 상이할 수 있음

 2009년 2010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1,709,941 2,125,330 2,792,432

 2009년 2010년 2011년

폐기물 발생량 75,003 67,198 131,980

 2009년 2010년 2011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133,179 153,217 192,909

(단위 : tonCO2eq) 

(단위 : m3) 

(단위 : ton) 

(단위 : ton) 

 2009년 2010년 2011년

폐수 발생량 1,913,440 2,063,021 2,454,945

OUTPUT
(2011년 기준)

대기 수질

온실가스
Scope 1 906,700 tonCO2eq

폐수량 2,454,945 ton
Scope 2 1,885,732 tonCO2eq

대기오염물질

NOx 각 사업장별 
법적 기준치 및 자체 관리

기준치 이하로 유지
수질오염물질

BOD 각 사업장별 
법적 기준치 및 자체 관리

기준치 이하로 유지
SOx COD

먼지 SS

폐기물 유해물질

일반 124,957 ton

사용량 192,909 ton지정 7,023 ton

재활용 58.6%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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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원료

군산 220,428 248,346 295,982 나프타, DNT(Dinitro toluene), 원염

포항 607,367 574,993 542,959 콜타르, FCC, 나프탈렌

광양 551,545 545,289 514,599 콜타르, 조경유, FCC

익산 15,361 21,102 22,924 나프타

인천 130,388 117,561 120,412 염산, 석회석, 유연탄

소계 1,525,089 1,507,291 1,496,876

원료 절감 방안

부산물 사용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

   - 테일가스(Tail Gas), 인덴(Indene)

•부산물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체계 확립

재활용 및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사용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 활용

OCI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적화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과 원료 및 용수를 사용한 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원단위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료 사용 및 절감

OCI는 대부분 화학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가 

상이합니다. 이런 화학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원료 사용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2가지 

방향성으로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는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원료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OCI는 보다 적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하여 지구 자원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원염의 사용량은 군산사업장의 

CA(Chlor-Akali) 증설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군산사업장은 PCS(Poly-Crystal Silicon) 

증설에 따라 원료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사용

사업장별 원료 사용량

(단위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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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방안

Mission : 고효율 에너지 관리 기술 달성

인프라 구축

•친환경 생산설비 증설

•EnMS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 정기적인 에너지 절감 회의 개최

•환경 에너지 교육 실시

• 에너지 절감 성공 사례 공유

에너지 사용 및 절감

OCI는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기술관리팀에서 전사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OCI의 2011년 석유, 석탄, 가스 등 직접 에너지 총 

사용량은 8,242TJ, 전기, 스팀 등 간접 에너지 총 사용량은 33,534TJ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의 80.3%을 차지하여, 간접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프라 구축 | OCI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친환경 제조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CI는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nMS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관리 목표를 수립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활동 | OCI는 매년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절감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사 

차원에서 고효율 에너지 관리 기술 달성을 목표로, 본사, 연구소, 각 사업장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에너지 절감 활동이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4.6%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각 사업장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항목을 파악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효과가 큰 것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포항사업장의 카본블랙 Unit 1 APH 설치, 광양사업장의 Dryer 운전 개선에 따른 

Tail Gas 사용량 절감 등 다양한 감축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확대하고자 환경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장별 에너지 

절감율 달성 현황

구분 절감율

군산 2.3

포항 12.9

광양 2.5

익산 2.2

인천 0.3

합계 4.6

(단위 : %) 

2011년 에너지 절감율 달성

    2009년  

직접

 석유(류)   12 

 가스   46 

 기타   8,309 

 소계   8,367 

간접

 스팀   9,898 

 전기   11,828 

 소계   21,726 

총계    30,093 

2010년

14

154

 8,931

9,099

11,898

16,816

28,714

37,813

2011년

13

232

 7,987

8,232

6,488

27,046

33,534

41,766

에너지 사용량

(단위 : TJ) 

4.6%

*  군산, 익산, 광양, 포항 사업장 및 본사/연구소/연수원 합산

* 기타 : 나프타, B-C 등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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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 및 절감

OCI는 각 사업장에서 대부분 상수도 및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산, 포항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 지하수 2개소를 사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용수 사용량은 제품 생산량 증대에 

따라 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사업장은 우수를 수집하여 청소 및 약품희석에 사용하고, 

익산사업장은 농축공정의 공정수를 과산화수소 공정에 재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투자 및 지출

OCI의 지속적인 친환경 투자를 통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투자 및 지출 금액은 

각 사업장 단위로 폐기물 및 배출물 처리 비용, 환경 책임 보험 비용, 환경 관련 인력 비용, 외부 용역 

및 서비스 비용, 기술 도입 비용 등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수 절감 방안

원단위 사용량 절감

•용수 사용량 절감

재활용 및 재사용

• 공정에 사용한 폐수를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성 검토

구분 절감내용 절감량

광양 우수 수집을 통한 청소 및 약품희석 용수로 활 연간 4000 ton

익산
 농축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수를 과산화수소 공정에 재사용 연간 22,712 ton

 정제용 수지 재생수를 용수로 재활용 연간 26,208 ton

주요 용수 절감 활동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군산 4,907,400 5,448,158 7,943,400

익산 533,343 622,670 724,662

익산VIP - - 4,029

광양 1,114,202 1,135,292 1,157,115

인천 460,361 515,889 545,777

포항 1,608,386 1,596,380 1,884,757

소계 8,623,692 9,318,389 12,259,740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

(단위 : ton) 

환경 투자 및 지출 비용

 2009년 2010년 2011년

환경 투자  
7,006 13,303 8,606

및 지출 비용 

(단위 : 백만 원) 

* 군산, 익산, 광양, 인천, 포항 사업장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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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체계

기후변화는 과거부터 인류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연료에 의한 결과물로 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해결과제입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발생된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용원에서의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며, 국내 정책 또한 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CI는 녹색기업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 증가 속도보다 더딘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온실가스 감축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사적인 대응체계 

구축, 모니터링 체계, 신기술 연구, 감축사업 등록, 운영효율화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관리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후협약과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등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 정책 대응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3단계 로드맵 | OCI는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지난 2008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GHG(Greenhouse Gas) Inventory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OCI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외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EnMS 구축과 GHG IT System 구축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OCI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본사와 연구소를 포함하여 군산, 인천, 

광양, 포항, 익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온실가스(Scope 1)와 간접 온실가스(Scope 2)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고 있으며, ISO 14064 

체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를 2009년에 구축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운영

기후변화 대응 3단계 로드맵

       PHASE 1   PHASE 2   PHASE 3

        2008. 6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2013 이후

                       전파 교육 및 전문가 양성

                GHG 감축사업 등록 추진

                                 GHG 감축실적 Monitoring 및 실적 등록

             GHG Inventory 교육, 구축 및 3자 검증

                          GHG Inventory 관리체계 구축

                                                                 GHG & 에너지 감축 중장기 계획 수립

                                                                 GHG & 에너지 감축 혁신활동 추진

                                NA 도입 준비기

                                                                                     NA (Negotiated Agreement) 추진

                                                                   GHG & 에너지 절약 신기술 입수 및 연구 개발 (with 연구소)

             EnMS 도입 검토

       GHG/Energy IT System 도입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 준비

OCI는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녹색물류 활동과 환경영향평가와 토양오염검사를 통해 

친환경적 공정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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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 활동 

OCI는 각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배출량 2,792,432 tonCO2eq 중 직접 온실가스(Scope 1) 배출량이 32.5%이며, 간접 

온실가스(Scope 2) 배출량이 67.5%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전력 및 스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살펴보면 군산사업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 OCI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이를 생산 공정에 

적용하여 공정간 온실가스 관리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OCI는 5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에너지 관리 공단에 

등록(KVERs :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jects)하여 매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사업단위로 

모니터링 및 실적 검증 후 정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진행 중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하에서 조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며, 2011년 한해 5개 

과제에서 67,894 tonCO2eq를 조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는 별도로 OCI는 자체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경유, 가스, 석탄, 전력, 

스팀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여 각 사업장 별로 매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계획 대비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원단위 사용량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각 

사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6시그마 에너지 메가과제 및 CR 활동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36개의 과제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수율 향상, 설비 운전 최적화, 전력 및 

스팀의 효율적 사용 등을 시행하여  2011년 4개 사업장에서 총 36,041 tonCO2eq(74,571 TOE)의 

절감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OCI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친환경 

원료 사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양사업장은 2011년 공정간 사용 연료를 벙커C유에서 친환경 

LPG로 전환하여 연간 1,947 tonCO2eq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 사업명 사업등록일 등록감축량(tonCO
2
/yr)

포항
 카본블랙 Unit 1 반응공정의 공기예열기 승온효과 개선으로 Feedstock 절감 2011. 11. 03 23,998

 카본블랙 Unit 3 반응공정의 공기예열기 승온효과 개선으로 Feedstock 절감 2008. 11. 05 8,337

군산
 TDA반응기 Vent 수소 회수로 합성가스 리포머의 연료 납사 사용량 절감 2008. 11. 25 1,570

 정밀화학제품(농약원제) 생산공정의 폐수처리용 소각로의 운전부하저감 2008. 09. 12 4,742

광양 카본블랙공정 폐가스 회수로 열병합 보일러의 B-C Oil 및 C-9+ 사용량 절감 2008. 11. 06 13,787

온실가스 등록사업 현황

 

사업장 과제명

광양 Boiler 연료유 LNG 사용을 통한 연료 비용 절감, U-1/4 Dryer 운전 개선으로 Tail Gas 사용량 절감 외 14건

포항 카본블랙 Unit 1 APH 설치

군산 TDI P116 Steam 사용량 절감, 전해조 Cell Type 변경을 통한 전력 절감 외 11건

익산 C-2 농축공장 운전 조건 변경을 통한 STM 사용량 절감, 수소공장 폐열 회수를 통한 공정 STM 절감 외 4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군산 889,570 1,212,772 1,867,794

포항 443,188 493,954 511,951

광양 271,559 303,807 296,070

익산 103,332 111,738 110,842

익산VIP  - - 911

본사, 

 2,292 3,059 4,862

 

연구소,

연수원

소계 1,709,941 2,125,330 2,792,432

(단위 : tonCO
2
eq) 

* 군산, 포항, 광양, 익산, 

  본사/연구소/연수원 합산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Scope 1 776,621 871,376 906,700

Scope 2 933,320 1,253,954 1,885,732

소계 1,709,941 2,125,330 2,792,432

(단위 : tonCO
2
eq) 

67,894 
tonCO2eq

예상 2011년 온실가스 감축 성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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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 물류

OCI는 원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소비자에게로의 전달 및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의 모든 환경유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물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송을 위한 노력 | OCI는 친환경 녹색 물류 추진을 위해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익산사업장은 Tank Bulk 차량을 기존 20MT에서 24MT로 

증량하여 운행횟수를 감소시켰습니다. 광양사업장은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배출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Loading장 개선을 통해 하부상차가 가능하도록 VOCs 회수설비를 

개선하여 상차 및 운송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Barge선 회수 라인 개선을 

통해 선박작업 시 VOCs 배출억제로 유해물질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안전 캠페인을 

통해 봄철 춘곤증에 의한 운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 친환경 녹색 

물류의 일환으로 제품추적시간 최소화를 위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 유통 물류량을 

절감하기 위한 입/출고 동선 간소화 등의 추가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노력 | OCI는 판매된 제품의 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사업장은 포장재인 캔, 벌크백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드럼의 경우 

100% 재생 Dru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사업장은 C/B(카본블랙), TAR 포장재인 PVC백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사업장은 시약제품 포장재 Drum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재생 Dru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관리

환경영향평가 실시 |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보호 및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장 설비 신설 및 

증설 또는 변경 시, 그리고 환경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EMS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환경영향의 심각도, 발생가능성, 발생 빈도, 영향 범위,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토양 오염 관리 | 사업장 단위로 특정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측정 주기에 따라 제 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익산 4,163 5,669 5,376

광양 20,225 23,566 20,733

(단위 : 건) 

포장재 재활용 실적

구분
 재활용 

2009년 2010년 2011년
 포장재 

익산
 캔 23.0 27.0 27.0

 벌크백 87.0 97.0 73.0

광양
 PVC백(C/B) 8.9 9.4 9.5

 PVC백(TAR) 54.0 62.0 48.0

인천 Drum - 47.0 55.0

(단위 : %) 

서비스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CO2) 품질관리, 

가격관리

공급망 채널

인펙토리
정책

운송

디자인

포장

원재료

생산

에너지

•원재료 운송간  •제품 생산간  •제품 운송간

•제품 소비간  •제품 재활용 및 폐기간  •환경유해요소 제거

친환경 물류

•유통과정 포장 감소  •물류 시스템 선진화  •운송방법 변화

•운송량 최소화로 CO2 배출량 억제

녹색물류

친환경
녹색물류＞＞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EConomIC PErformAnCE



40

폐기물 배출 및 저감

OCI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각, 매립, 위탁, 재활용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생산량 증대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131,980 ton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생산량 증대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OCI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연 1회 관련 법규 준수 및 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재계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군산사업장은 자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신규 Plant를 제외한 원단위 배출량을 

17%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익산사업장은 Primary Filter 교체 주기 증가에 따른 Filter 교체, 

원단위 감소 활동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203장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감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 단위로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 OCI는 폐기물 절감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및 익산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의 약 80%가 재활용 처리되고 있으며, 인천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의 97%가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및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EIP)에도 참여하여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CI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용 등 원가를 절감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 및 저감

OCI는 사업장 내 수질관리실에서 폐수를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거나 지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재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농도 규제치를 

법적 기준치 3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폐수는 오염물질 법적 기준치의 10% 이하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폐수 방류지점에 취수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폐수는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 폐수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군산사업장은 자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신규 Plant를 제외한 원단위 배출량을 14%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광양사업장은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하여 일부 처리수를 열병합보일러 

습식탈황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85,000 ton의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에서는 고농도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된 150m3/day의 

희석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농도 폐수 중 하나인 망초폐수(타르산 추출을 위한 공정 폐수) 발생량 

저감으로 희석수 사용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배출

폐기물 재활용 비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군산 88.0 82.6 84.4

익산 78.5 80.7 75.6

광양 9.1 9.9 13.8

인천 95.8 94.3 97.1

포항 27.2 15.2 10.9

(단위 : %) 

OCI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과 

폐수를 재활용하고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원단위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글로벌 기준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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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 및 저감 시설 확충

OCI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련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TMS)을 통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초과를 사전에 차단하여 최적화된 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TMS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 OCI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청정원료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저감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산사업장은 FS 및 TDI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납사를 전기, 천연가스 등의 청정원료로 일부 대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타 생산공정에서의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사업장은 NOx 제거 약품인 아염, 유화소다, 가성소다 등의 Pump를 교체하여 약품을 정량 

공급함으로써 NOx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대기배출가스인 NOx의 법적 규제치가 

강화되어, 타르, BTX, 열병합 공정배출가스의 NOx 값 초과로 연료(Tail Gas, S-COG) 사용 및 설비 

가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법적 규제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탈질 설비를 신규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OCI는 이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법적 규제치 준수로 인한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친환경 기업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 OCI는 직접적인 오존층 파괴 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냉동기 냉매 및 소화약제로 할론 등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항 

사업장은 매년 0.15 ton의 냉매를 교체하고 있으나, 냉매에 의한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은 상대적인 

환경 영향이 적으므로 HCFC 배출량의 정량 집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생물질 판매 | OCI의 군산사업장은 TDI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CO2를 재사용하고 남은 양은 

압축하여 외부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온실가스 저감 성과뿐 아니라, 

부생물질로 인한 추가적 이익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청정원료 사용

• 기존 원료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청

정원료로 대체

저감 시설 도입

•탈황·탈질 저감 시설 도입 검토

•저감 시설 적극적인 투자
포항 사업장 탈황·탈질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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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OCI는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구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에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OCI는 자발적으로 규제들을 준수하고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OCI는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내부적으로는 친환경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 체계는 화학물질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관리 및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라이프사이클상에서 발생되는 유해성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유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간 회사의 제품·서비스 공급과정에 국제환경 규제 및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사고도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전예방활동 | OCI의 군산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순찰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 및 

우배수로의 오염상태, pH, 수문 동작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REACH 및 RoHS 대응 | OCI는 화학물질의 건강, 환경 및 물리적 유해, 위험성 판정과 관련한 글로벌 

기준으로 2007년 유럽연합(EU, 이하 EU)에서 발효된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근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6대 환경유해물질인 Pb, Cd, Hg, Cr+6, PBB, PBDE의 사용을 규제하는 EU의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환경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공정 및 

제품으로 인한 환경유해물질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엄격한 자체 관리를 통해 친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CI는 REACH 및 RoHS 대응을 통해 EU시장에의 

제품 수출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안정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SDS 및 GHS 대응 | OCI는 2010년 UN의 권고에 따라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보다 강화되고 

표준화된 화학물질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였습니다. GHS는 표준화된 

형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및 경고표지를 사용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분류 체계로 OCI는 국제적인 표준에 의거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규격에 따라 제품의 안전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OCI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절차를 준수하여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보관, 

저장 등 취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OCI는 이해관계자에게 

화학물질의 표준분류 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MSDS를 홈페이지, 제품규격서, 온/오프라인 요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REACH 등록현황

비상사태 
관리

MSDS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관리

• 취급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MSDS 전 항목 교육 실시

교육

•유독물 취급 근무자에게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내용

    물질의 특성, 취급시 주의사항, 
비상조치절차, 응급시 조치요령, 
폐기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 반복 
교육으로 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목표

자체
점검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취급자의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

•유독물 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 화학물질의 유출에 대비한 비상 
사태 조치계획서 작성 및 비상   
모의훈련 실시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  SPC와 PCS 제품의 등록일은 "본등록일"이

고 나머지는 사전등록일을 기술하였습니다.

품목 Item 등록일

TDI TDI

2008. 10. 27ML, FS Silicon Dioxide

ML Ethylene (Wax)

PA PA

2008. 10. 27
가소제 DOP

시안산
소다

Sodium Cyanate

PVA VAM 2008. 11. 27

C/B Carbon Black 2009. 01. 21

PCS Silicon 2010. 10. 18

CPC

(Coated)

SPC
2010.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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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2006년 폴리실리콘 생산을 시작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단열재 생산을 시작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기업

액티브(Active) 방식

•신재생에너지 생산(폴리실리콘 생산)

패시브(Passive) 방식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제품 개발

   (단열재 ENERVAC, 사파이어잉곳 생산)

사파이어잉곳 (Sapphire Ingots)

단열재 (Vacuum Insulation Panel)

OCI는 2010년 친환경 녹색 산업인 고효율 흄드실리카 진공 단열재 ENERVAC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하였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재인 ENERVAC 공급을 통해 OCI는 패시브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진공단열재는 내부 

심재인 단열재와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외피재로 구성됩니다. 특히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한 흄드실리카 

진공단열재는 단열 성능이 매우 우수한 고순도 흄드실리카 심재를 사용하여 공기, 가스 및 습기 투과율이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단열재는 냉장고 등 각종 냉장, 냉동기기는 물론 건축 및 산업 

단열재 등에 활용되어 정부의 그린홈 주택보급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OCI의 사파이어잉곳은 친환경·저전력 소재인 LED의 원료로 사용되는 Sapphire Substrate의 원료 기술로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특히 LED는 높은 효율을 가진 조명으로 활용되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조명 산업의 해결책이 될 전망이며, LED 사용으로 백열등 대비 

약 80%, 형광등 대비 약 30%의 낮은 전력 소비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

OCI는 전통적인 화학기업을 넘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인류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세상을 제공하고 사랑 받는 친환경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Special Issue

About oCI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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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erforMances
분류 2009 2010 2011

임직원

복리후생(백만 원) 6,180 9,238 9,901

교육투자비용 
(1인당, 천 원) 

737 989 1,329

산업재해율(%) 0.09 0 0.21

고객 고객 만족도 조사 85.0 89.3 89.3

협력회사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억 원) 1,911 3,062 5,993

지역사회 지역사회 공헌비용(백만 원) 1,437 3,694 8,439

ManageMent PrinciPles

OCI는 CHANCE, CHALLENGE, CHANGE를 바탕으로 인재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회사를 만들기 위해 ‘Green Company, Green Life’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기업문화, 기업 가치를 고객 우선정책,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 2012 goals

OCI는 능동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해 CHANCE, CHALLENGE, CHANGE를 

구현하고 있으며, 무재해 사업장 달성과 임직원 안전체계를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경영 강화와 고객 커뮤니케이션 다양화, 중소기업과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경영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솔라스쿨 프로젝트의 확산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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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SEIZE EMERGING OPPORTUNITIES

잠재적인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면 신속히 
결단하여 경쟁력 확보에 힘쓴다.

FASTER THAN MARKET CHANGE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의 적절히 대응한다.

CHANGE

GLOBAL OUTLOOK

국제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부 시장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한다.

FLEXIBLE AND OPEN MIND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진다.

CHALLENGE

ENTREPRENEURIAL THINKING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의 니즈 
충족과 회사 이익에 부합되는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INNOVATIVE SOLUTION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제 
처리에 있어 관행적인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OCI는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Cha-Cha-Cha 인재육성,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가족친화경영,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재상

OCI는 CHANCE, CHALLENGE, CHANGE를 바탕으로 인재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잠재적 기회 확보를 위한 인재,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중심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함께 임직원과의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재발굴

OCI는 기업의 가치를 나누고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인재 선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있어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선발과정에 따라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선발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재 선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면접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적, 성별,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신입사원에게는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Retention Program 

운영으로 신입사원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상EMplOyEE

interview

김현수 HR / GA부 전무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Cha-Cha-Cha 인재 육성 정책과 노사간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OCI 발전의 밑거름

OCI는 실패에 대해 질책하고 문책하는 인사 정책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OCI의 핵심 가치인 Cha-Cha-Cha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토가 아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하는 방법’으로써 당사의 인재중심경영의 핵심입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목요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노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성장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성과와 연계되도록 Invest running & training 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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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활동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통해 임직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Monthly Forum

신입사원 입문교육

6개월 차 워크숍

1년 차 워크숍

신입사원

주임 필수교육

주임 심화교육

주임

대리 필수교육

대리 심화교육

대리

과/차장 필수교육

과/차장 심화교육

과/차장

팀장 필수교육

팀장 심화교육

팀장

OCI-MBA

교육훈련

OCI는 세계 수준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uccession 

Planning과 OCI-MBA와 같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경력개발 모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 직원 일인당 연평균 교육투자비용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329천 원이며,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또한 전년대비 27% 증가한 33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직무역량 강화 | OCI는 신입사원에서부터 팀장에 이르기까지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Monthly 

Foru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 입문교육과 6개월, 1년 마다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함께 기업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 

차장 이상 직원에 대해 OCI-MBA를 진행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OCI는 Succession Planning, OCI-MBA,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요구되는 인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Succession 

Planning의 실행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핵심인재 Pool을 확보, 육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 최고 실력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OCI-MBA 과정을 통해 임직원들이 경영에 

필수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일선 경영자로서의 실력을 배양하며 효과적인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OCI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세계 어디에서든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계열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인재 육성계획에 따라 개인별로 

세계최고수준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장에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글로벌 인턴제를 통해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들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23

2009

26

2010

33

2011

직원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단위 : 시간)

737

2009

989

2010

1,329

2011

직원 일인당 연평균 교육비

 (단위 : 천 원)

임직원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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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OCI는 성과중심의 보상체계와 평가체계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고유의 SMART 원칙*에 따라 

경력목표, 성과목표, 자기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해 8월 중간평가(Mid-Review)와 11월 

연말평가(End-Review)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몰입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기본급 차이는 없으나, 군필 여부에 따라 5% 내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급여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군 경력 여부, 연령, 직급별 

차이이며, 동일 경력, 동일 직무의 경우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에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사무기술직 및 기능직 직원이며, 2011년 성과평가 대상직원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95.2% 입니다.

*  SMART 원칙: Specific(구체적인 목표 설정), Measurable(측정 가능한 업무의 운영), Action-oriented(행동지향적인 가시적 성과), 

Reasonable(합리적인 업무의 이행), Time-bound(기한성 있는 목표의 설정)을 의미

임직원 복리후생

OCI는 4대 보험과 퇴직연금제도 같은 복리후생 제도에서부터 여가생활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모성보호 지원, 주거/생활안정 지원, 의료/건강 지원, 

교육지원 등 직원들의 생의 주기를 반영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임산부 휴게실 및 모유수축실 지원, 육아시간 지원과 같은 모성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지원과 긴급가계자금 저리 대출과 같은 가족생활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근버스, 피복 지원에서부터 임직원 자녀 영어캠프에 이르기까지 

임직원들의 세세한 일상에 대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임직원의 일과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 OCI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중간정산 등으로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무조건 일시불로 받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적립을 새로 시작하여야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퇴직연금 실시로 인하여 적립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과 적립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0년부터 도입,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재직자의 퇴직금 추계액은 69,675백만 원이며, 이를 시중 운용사에 납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는 퇴직급여 운영방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94.5

2009

93.6

2010

95.2

2011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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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노사협력과 상생의 문화 구축을 통해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노사 상생, 노사 협력

OCI는 5개 주요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노조를 구성하고 있으며, 노사 협력을 위해 노사협의회 

등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 | OCI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연간 4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는 팀장 급 

이상 간부와 노조 대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기업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직원의 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인권보호

OCI는 국내법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규정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율은 99.4%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에 대한 국내법과 ILO 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98.9

2009

99.4

2010

99.4

2011

노동조합 가입 비율

 (단위 : %)

GREEN COMPANY, GREEN LIFE

OCI는 건강한 회사, 활기찬 회사를 만들기 위해 ‘Green Company, Green Lif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reen Company, Green Life’ 

캠페인은 건전한 회식문화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흡연문화, 상호간의 언어예절을 강조하는 캠페인으로, 본사는 물론 각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조직문화관련 Fun Activity인 ‘Green Company, Green Life’ 캠페인이 본사에서 전개되었습니다. HR 팀원들이 본사 전 층을 

돌아다니며, 요란한 부부젤라 소리와 함께 캠페인 구호를 외치고 스티커와 포스터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본사 뿐 아니라 2012년 1월에는 익산공장과 익산단열재 공장에서도 ‘Green Company, Green Life’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익산공장의 경우, 

캠페인의 취지를 많은 직원들과 공유하고 교대 근무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2차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익산단열재 공장의 경우 총 5회에 걸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각 회의실 및 현장에 포스터를 부착할 뿐 아니라 캠페인 스티커를 매일 볼 수 있는 

출입카드와 직원들의 책상에 부착하는 등 즐거운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주공장, 광양공장, 포항공장 등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캠페인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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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안전활동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 경영

OCI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에서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민감한 산업의 특성상 철저한 팀워크가 

재해예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전 직원에게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퀴즈-안전기원 영상편지, 포스터 등 임직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 OCI의 산업재해율은 0.2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화학산업의 평균 산업재해율인 0.98%와 국내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 0.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CI는 모든 활동, 제품,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안전보건 영향 및 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KOSHA, KGS 18001)’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OCI는 임직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정식협약을 노동조합과 

체결하고 있으며, 사업장 별로 참여인원은 다르지만 노사 동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 보건, 작업환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 위원회 개최 결과, 사무실 소음 정도 측정 및 안전화 살균 건조기 설치 

등과 같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안 이외에도 개인보호구 개선과 작업유해요소 제거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재해자 수 명 2 0 6

산업재해율 % 0.09 0 0.21

휴업도수율 % 0.41 0 0.90

총근로시간 hour 4,893,537 6,084,023 6,682,444

손실일수 일 7,557 0 15,434

손실일수율 % 0.15 0 0.23

안전보건 현황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점검,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건강관리

중대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각종 설비 안전 보건조치 여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력

노동조합과 정식협약 대상인 
안전 및 보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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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활동

OCI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안전활동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 OCI는 임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사외위탁교육, 사외강사 초빙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 내 직원들이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도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함으로 상생발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사업장 별로 정기 설비 보수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안전작업, 당사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같은 정기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방훈련을 

포함한 일반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팀별 특성에 맞는 사외 위탁교육에서부터 

환경안전정책 및 최근 동향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의 경우 

군산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이상지질혈증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운동지도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강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정기적으로 취급설비의 이해와 환경안전법규 및 일반관리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장 건강증진 노력 | OCI는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및 이력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건강을 진단하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면담과 

건강상담에서부터 검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소견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환과 질병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검진 결과표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관리 할 뿐만 아니라, 년도별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의료 서비스 및 건강검진

 - 정기적인 건강검진(년 1회), 특수건강검진 실시(근무공정에 따라 년 1회, 반기 1회)

 - 직원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실시(2회/년)

 -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각종 보건관리 상담 및 간단한 의료진단 실시

 - 전직원 체지방 측정 실시 및 건강정보 제공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질환별 문지표 및 질환별 홍보 책자, 운동 지압로프 지급

 - 측정기기를 통한 이상지지혈증의 효과적 측정

 - 사내 보건관리자에 의거 주기적인 면담, 건강상담, 간이검진 실시 각종

각종 질병 관리

 - 뇌심혈관계 질환 유해인자 관리

    1)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교육 실시 및 유해인자 조사, 2) 발생확률이 높은 직원 선별

 -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건강관리 상담 제도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 금연 캠페인 : 펀드 조성, 포상금 산정, 보건소 금연 클리닉 실시, 니코틴 보조제 지급 등

 - 다이어트 캠페인 : 펀드 조성, 포상금 산정 등

 - 체력단련 및 건강체크 :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의료기기 설치 운영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장별 안전보건 교육 시간

구분 2009 2010 2011

군산  40 40 46

익산 28 25 30

익산VIP  - - 24

광양 48 48 48

포항 42 41 44

인천 16 16 16

(단위 : 시간) 

297

2009

353

2010

486

2011

유소견자 상담 실적

 (단위 : 명)

1,829

2009

1,846

2010

2,084

2011

건강검진 지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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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팀

경영
혁신팀

인사
관리팀

감사팀

• 제품 별 품질 로드맵 기회 및 공장과 협력하여 단계적 실행

• 고객과 상생협력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이끔

• 품질 불만사항을 사업장과 협력하여 반영
• 전사적 품질경영활동을 취합하여 

외부이해 관계자에 보고

• 전사 경영정책 수립

• 경영시스템 개선

• 내부심사

• 경영검토

• 각 직무/직급별 역량 향상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실적 모니터링

• 경영혁신팀과 함께 시스템 
실행여부 감사 연 2회 실시

• 시정사항 조치여부 감독

품질관리팀 물류팀 생산팀 공무팀

• 포장, 운송, 출하, 

통관 프로세스 상 

제품 품질의 최적화 

상태 유지

• 고객요구사항 및 기 

정의된 품질 규격에 

맞추어 생산

• 타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이끌어 냄

• 최적화된 품질을 

구현하기 위한 설비와 

시설을 관리

• 외주공사 관리

• 변경사항 관리

• 고객의 품질 요구 

사항 및 불만사항을 

분석하여 생산팀과 

본사, 연구소와 

유기적 협력으로 

최적화된 품질 구현

포항·광양·익산·군산·울산 공장

CEO

제품별 사업팀

유기적 업무 협업체제

품질경영 시스템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통해 OCI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품질경영

OCI는 품질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부 품질심사에서 부터 외부 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 1회 사업장별 내부 품질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서관리 체계 구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각 사업장 실무 추진자 교육 및 내부 심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해 

품질경영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1년 전체 7명이 내부 심사자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 OCI는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TS 16949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품질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994년 포항공장을 시작으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이를 군산공장, 인천공장, 익산공장, 광양공장 등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단열재 공장은 2012년 3월 ISO 9001 인증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인천공장은 

2011년 5월에, 나머지 공장은 2011년 7월에 ISO 9001 재인증을 받는 등 지속적인 품질경영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본사와 포항, 광양공장은 ISO/TS 16949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실행체계

OCI는 최고의 품질을 전달하기 위해 유기적인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별 사업팀은 

품질의 지속적 개선과 품질 불만사항에 대해 사업장과 협력하여 이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은 품질관리팀, 물류팀, 생산팀, 공무팀이 협업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실행체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현황(2011)

구분 ISO 9001 ISO/TS 16949

서울본사

군산공장

익산공장 

포항공장

광양공장

인천사업부 

익산단열재

CuStOMEr

○

○

○

○

○

○

○

○

○

○

제품별 기술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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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경영책임        측
정

·
분

석
·

개
선

                           
    

   

   
  
  
 자

원
관

리

만족

정보흐름 가치부가활동

요구사항 제품

Ac
tio

n                     Check                       Do                        
 plan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지속적 개선 | OCI는 품질경영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책임에서 

측정·분석 및 개선에 이르는 전 사이클을 PDCA(Plan, Do, Check, Action)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객만족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제품별 품질 목표 

달성과 공급된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을 위해 연 1회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는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심사하며, 개선사항을 추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내부심사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품질분야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내부 심사 집중기간을 정하여 사업장 인력 활용은 물론, 심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품질관리

OCI는 품질경영의 성과를 공장별, 제품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품 발생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품 부적합 발생현황은 생산량 대비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개선 체계

  제품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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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클레임 및 컴플레인 처리 결과 처리

접수

사업부

품질관리부
불만사항 

발생

결과
보고

개선/개발 
처리

접수

접수

실시
원인 및 
대책수립

실시확인 및 
효과확인

불만사항 
발생

불만사항 
접수

클레임 
처리방안

OCI는 고객의 요구사항에서부터 고객의 만족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품질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우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고객의 니즈와 매년 사업부별로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고객우선체계 구축 | OCI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중심의 제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요구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프로세스, 공정관리 프로세스, 제품 보관 및 출하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업부별로 고객 만족도 조사와 같은 고객 만족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니즈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립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전 서비스와 사후 

서비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제공과 같은 사전 서비스와 함께, 사용제품 기술 제공 및 지원, 

제품 교정과 같은 사후 서비스롤 제공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 관리 | OCI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유사한 불만사항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하며, 품질관리부와 사업부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근본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담당 부서는 고객방문을 통해 제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부적합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분석기록을 보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85.0

2009

89.3

2010

89.3

2011

고객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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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규정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 및 운영

전사적 정보보호 활동

OCI는 제품 정보 전달에서부터 고객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자료, 설명회, 판촉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고객 초청 세미나와 방문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주문시스템과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 OCI는 전자주문시스템과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이 위치한 공간과 관계없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주문이 가능하도록 

전자주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은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제품 수량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SMS 및 E-Mail로 발송되는 주문정보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새롭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리뉴얼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정보보호

OCI는 관리중인 고객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용자 또한 허가된 담당자만이 고객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제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문서를 암호화하거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위해 OCI정보통신과 적극적인 보안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필요성에 의해 외부기관 및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의 동의 하에 진행하며, 위탁업무 

종료 시 해당정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3년간 고객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의 보안점검을 연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수행하고, 각 사업장에서도 이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관리팀 정보보안 담당자, 인사관리팀 보안담당자, 총무팀 보안담당자, 경영기획팀 보안담당자, 

각 사업장 정보 보안 담당자, 시스템관리자(OCI정보통신) 등 유관부서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정보보안 

사고의 최소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보안의식 고취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보안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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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협력회사 선정 및 계약이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협력회사와 함께 나누고 있으며, 2011년 

OCI가 협력회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25,989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늘어났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공정관리와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지원활동

공정관리

협력회사 관리체계 | OCI는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회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정한 협력회사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에서는 OCI의 품질 기준, 안전.보건, 환경, 윤리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 선정 | OCI는 우수한 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 기술수준, 안정적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의 안전보건도 주요 선정기준입니다. 

안전보건의 경우 OCI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환경안전보건 및 품질경영시스템을 

협력회사가 준수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로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보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협력회사는 개선 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OCI의 협력회사에서 제외됩니다.

협력회사 선정에 있어서 후보 협력회사를 2개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협력회사들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의 상거래 

신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3자 신용평가 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사의 신용등급을 

유효기간 동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CI는 협력회사 선정 및 계약 이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윤리원칙을 통해 부당거래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구매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협력회사 선정 및 계약이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및 견적참여, 발주확인, 구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 평가 | OCI의 협력회사 평가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 준공에 대해서는 현장의 관리책임자가 시공업체의 공사실적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결과가 당사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공사시행업체에 대하여 개선사항 보완을 

요청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공장 가동현황, 재고현황, 인원배치현황, 재무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평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협력업체에 견적의뢰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기업의 

평가시스템 및 피드백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163

2009

18,683

2010

25,989

2011

협력회사로부터 구매한 금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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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중소기업과의 거래확대 | OCI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중소기업과의 거래금액은 전체 거래 금액 중 23%를 차지하는 5,993억 원 입니다. 

이는 2010년 3,062억 원 대비 2,931억 원 증가하였으며, 96% 높아진 금액입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을 구매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회사와의 기술개발 | OCI는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협력회사와 기술개발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제품의 Lead Time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고도의 기술보안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회사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는 회사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협력사의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을 통해 당사의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협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주어 동기부여 및 협력사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1

2009

3,062

2010

5,993

2011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

 (단위 : 억 원)

interview

피브이솔루션 김영준 사장

피브이 솔루션은 진공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진공펌프, 진공탱크, 진공건조기 등을 개발, 설계, 제작하는 

OCI의 협력업체이며, OCI에 자동진공포장기를 개발, 제작, 납품 하였습니다. 개발업무의 특성상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들이 있으며, 자동진공포장기 개발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들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겨내도록 조언하여 주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인간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외부 엔지니어링 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VIP자동화라인을 건설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 생각되며, 당사의 입장에서 OCI의 업무능력을 배우고 따라간다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향후 VIP단열재가 갖는 시장성을 현실화 시키려면 많은 적용분야의 

개발과 생산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여러 업체들과 협력구조가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기회를 여러 회사에 나누어 주고, 단편적인 업무진행의 관점이 아니라 OCI문화를 파급하여 동반성장업체들이 

동질화될 수 있도록 관리, 재무, 생산부문에도 OCI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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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사회 공헌 이념에 따라, OCI는 ‘진정성, 

공공성/투명성, 지속성, 직원참여, 지역사회’라는 다섯 가지 활동방향을 토대로 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불어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OCI 사회공헌활동 체계

OCI는 기부, 자원봉사와 같이 나눔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과 함께 기업 고유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 및 

장학사업, 메세나 사업과 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솔라스쿨과 같이 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단은 각 사업장 관리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 관리팀마다 봉사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OCI의 사회공헌 활동 성과

OCI의 2011년 사회공헌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28% 증가한 8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가파른 증가세로, 이는 솔라스쿨과 같은 기업의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전체 사회공헌활동 시간은 임직원 및 가족 활동을 포함하여 5,200 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CI는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사회 

각계각층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COMMunity

사회공헌추진단 사업장 관리팀

CEO

OCI 사회공헌 조직체계

1,437

2009

3,694

2010

8,439

2011

사회공헌 금액

(단위 : 백만 원)

*  사회공헌 투자금액은 임직원 모금액을 포함

한 금액임

*  2010년 사회공헌 금액에는 OCI 장학회 출연

금 10억이 포함됨

중앙연구소 봉사대

인천공장 봉사대

익산공장 봉사대

군산공장 봉사대

익산단열재공장 봉사대

포항공장 봉사대

전주공장 봉사대

광양공장 봉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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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참여 문화의 확산

Another OCI (OCI Family Program) | OCI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범위를 임직원에서 임직원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OCI 가족 프로그램’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Habitat 사랑의 집짓기, 적십자 빵만들기 등 국내활동 뿐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에 자원봉사단으로 참가하여 그리스 아테네에서 대회 전 기간 동안(6월 20일~7월 4일) 

지적 장애 선수를 보조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사랑의 1004 운동 | 익산 사업장에서 2005년 자생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여 전사로 확산된 ‘사랑의 

1004운동’ 은 OCI 사회공헌의 주축을 이루는 나눔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구좌에 

회사 지원금이 더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1004 운동’은 물질적인 기부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되어 임직원들에게 해당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담당자들은 1004기금의 규모에 따라 신규 후원처를 추가하는 등 수혜 

대상자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본사는 2011년 1월 ‘작은자 야간학교'를 신규 1004 후원처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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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활동 | 2011년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Book Sharing Campaign과 같은 현물 기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생활시설과 어린이 공부방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신입사원교육과 

OCI MBA 교육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매 기수 포천 분도 마을과 일산 홀트 타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시각장애인마라톤도우미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천 공장은 

2011년 11월 인천시로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같은 시기에 본사는 서울시의 Now Start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 유공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사 1촌 | OCI는 2005년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마을과 1사1촌 결연을 맺은 이후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의 꾸준한 교류 활동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환경 정화 | OCI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군산, 익산, 포항 공장의 직원들이 지역내 등산로, 하천, 공원 

등을 청소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본사 직원들은 창덕궁을 방문하여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외래식물 퇴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interview

간혹 TV를 통해 유명인사들이 연탄 배달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직접 연탄 배달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연탄이 무거워서 순간 긴장됐었죠. 혹시라도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연탄이 깨질까봐 

불안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네요. 첫번째 집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저의 작은 보탬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FS 사업팀 장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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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활동

OCI는 송암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장학사업과 함께 고서와 사료의 해제, 고미술 및 근대 미술품의 

연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송암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OCI 미술관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수여하는 ‘OCI Young Creative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총 8명의 젊은 작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작가들은 창작지원금과 

더불어 OCI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습니다. 또한 선정된 작가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작가의 역량에 따라 다각도의 지원을 계속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OCI 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는 예술 창작 의욕을 펼칠 수 있는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 및 장학 활동

교육 | OCI는 학교법인 송도학원(송도 중고등학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인천시 교육청이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송도고등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장학 | 송암문화재단은 2011년 8월, 전국 다문화가정 대학생 중 가정형편상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8명과 전국 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정 고등학교 재학생 23명을 선발해 

제1회 송암다문화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군산공장은 지난 2011년 12월 

군산공장 OCI 장학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성적우수 장학생 13명을 초청하여 

대학생에게 300만 원, 고등학생에게 80만 원 등, 총 1,18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OCI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과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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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낀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욱 발전된 설비들을 연구, 

개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높이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Solar School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CI Solar School Project 란?

OCI는 환경도 지키고 인재도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Solar Schoo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까지 100억 원을 들여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OCI Solar School’ 이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학교 전기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태양광에너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구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1년에 

처음 실시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도서·벽지의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그린 에너지 선두기업으로서의 OCI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OCI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년에 걸쳐 솔라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중 도서벽지 학교를 우선 지원하며, 연간 60여 개, 총 300여 개 

초등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치규모는 학교당 5kW, 총비용은 10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면 400여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한 그린 에너지 리더로

OCI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의 특화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며, 전통적인 화학 회사 이미지를 

벗어나 그린 에너지 선두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OCI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생생하게 태양광 발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Solar 

Schoo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5억 원을 투자해 전국의 총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Solar School Project team

OCI Solar School Project Special Issue



63 2011 OCI  Sustainability	Report	

Solar School Project 진행 상황

OCI는 사업이 처음 실시된 2011년에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등의 지역에 위치한 

총 4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무상 기증하였습니다. 2011년 솔라스쿨에 사용된 

금액은 1,349백만 원으로 전체 사회 공헌 활동 금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함과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천한 공로로 지난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전남, 경북, 제주도 지역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총 60여 개의 초등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2001. 03 시도 교육청 방문 및 사업소개

2011. 04 인천, 강원 교육청과 협약 체결

2011. 05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백령초, 북포초)에 첫 Solar School 설치

2011. 06 1차년도 설치 학교 선정(인천 : 30개교 + 강원 : 30개교)

2011. 07 인천 내가초교 준공식

2011. 08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약 체결

2011. 10 전라북도 설치학교 선정 (30개교)

2011년 총 40개교 설치 완료

2012년 4월말 기준 11개교 설치 완료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간 승용차 400여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뜻깊은 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받게 된다는 점이죠. 이는 밝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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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EfforTS
buildinG a StRonG SuStainabl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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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화학산업의 개척자에서 그린에너지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Company Profile

OCI는 1976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래로 지난 반 세기 동안 혁신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의 

화학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화학기업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각종 기초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단열재 부문 총 5개 영역이며 이를 통해 카본블랙, 핏치, TDI, 과산화수소, 과탄산소다, 

소다회, 흄드실리카, 폴리실리콘, 그리고 ENERVAC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2,912명의 임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통합 

매출 4조 2,758억 원이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는 한편,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경영혁신으로 

당기순이익 8,647억 원, 자기자본이익률(ROE) 23.2%를 달성했습니다. OCI는 이러한 높은 

성장과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투자를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화학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명 OCI (OCI Company Ltd.)

설립일 1959년 8월 5일

상장일 1976년 6월 2일 (결산월 : 12월)

대표이사명 이수영, 백우석

총발행 주식수 23,849,371주 (2011년 12월 기준)

총자산 7,205십억 원

자본금 127십억 원

매출액 4,275십억 원

영업이익 1,114십억 원

임직원 현황 2,912명 (2011년 12월 기준)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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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lOCal NETwORk

dOMESTIC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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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PION SILICON SDN. BHD.

persiaran perindustrian banting
kawasan perindustrian bandar mahkota banting
42700 banti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 +603 3187 5012 Fax: +603 3187 5015

2. OCI CHINA CO., LtD.

Room 4301~03, wheelock Square
no. 1717 nanjing west Road
Shanghai 200040, China
tel: +86-21-3372-2600 Fax: +86-21-3372-2688

3. SHANDONG OCI CO., LtD.

hengshan Road no.1, Xuecheng district
Zaozhuang City, Shandong province, 277000, 
China
tel: +86-151-6632-8111 Fax: +86-137-9142-3507

4. OCI JAPAN CO., LtD.

3F, Sanno park tower, 11-1, nagatacho 2-chome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3-3593-0493 Fax: +81-3-3593-0427

5. OCI CHEMICAL CORP.

5 Concourse parkway, Suite 2500
atlanta, Ga 30328, uSa
tel: +1-770-375-2300 Fax: +1-770-375-2438

6. OCI SOLAR POwER LLC

5 Concourse parkway, Suite 2500
atlanta, Ga 30328, uSa
tel: +1-770-375-2300

7. EKO PEROxIDE LLC

4374 nashville Ferry Road west
Columbus, mS 39701, uSa
tel: +1-662-240-8571 Fax: +1-770-321-6451

8. PHILKO PEROxIDE CORP.

unit 8-1, 8th floor, Citibank Cent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City, philippines
tel: +63-2-889-6120 Fax: +63-2-889-6126

9. OCI VIEtNAM CO., LtD.

km 24, dt 743 Street, binh an Village
di an town, binh duong province, Vietnam
tel: +84-650-375-0461 Fax: +84-650-375-1644

10. OCI CHEMICAL EuROPE N.V. 
       (GEEL, BELGIuM)

Cipalstraat 3, b2440 Geel, belgium
tel: +32-14-570-550 Fax: +32-14-570-551

10 I
oci cheMical
euroPe n.V.
(geel, BelgiuM)

2 I
oci china
co., ltd.

3 I
shandong oci
co., ltd. 4 I

oci jaPan
co., ltd.

8 I
Philko
Peroxide corP.

1 I
elPion silicon
sdn. Bhd. 5 I

oci cheMical
corP.

6 I
oci solar Power
llc

7 I
eko Peroxide llc

9 I
oci VietnaM
co., ltd.

1 I
gunsan

11 I
incheon

2 I
iksan

10 I
ansan (oci -fero)

8 I
Yeongju
(oci Materials)

7 I
Pohang

6 I
ulsan
(oci -snf )

5 I
onsan (ordeg)

4 I
gwangYang

9 I
cheonan (elPion)

3 I
iksan

polysilicon
toluene di-isocyanate
Fumed silica

Calcium chloride

hydrogen
peroxide

Ceramic frits
Ceramic color

Specialty gas

pitch and carbon black

polymer flocculants

automotive and
industrial catalysts

Carbon black
pitch and benzene
toluene, xylene

Silicon filament
monocrystalline
2 silicon wafers

eneR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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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ion

그린에너지 / 화학산업의 글로벌리더

2010년 11월 창립 51주년을 맞아 OCI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OCI 비전은 도전정신과 

혁식가치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첨단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여 글로벌 

그린에너지/화학산업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ur Future

끊임없는 혁신으로 직원,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 

화학 제품을 생산

Our way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속에서 혁신, 최고의 

기술경영. 자원 최적화를 추구

하여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

Our Values

도전정신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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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alues

Our way

Our Strategies

기회 [ Chance ]

미래는 기회를 잘 파악하고 포착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는 사장이나 고객. 기업환경 등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미래의 기회를 인지하고 포착하기 위해 항상 준비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 [ Change ] 

변화를 통한 혁식은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해 갑니다.

도전 [ Challenge ]

미래는 실패의 두려움에 맞서 도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혁신 [ Innovation ]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시도하고 제안하며 핵심사업을 확대함으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능력

생산기술역량 [ Operational Excellence ]

생산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운영효율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능력

핵심기술리더십 [ Core Technical Leadership ]

차별화 된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능력

자원최적화 [ Resource Optimization ]

대내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최고의 서비스, 기술, 제품을 창출하는 능력

개방적 기업문화 [ Openness in Corporate Culture ]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개방된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 [ Sustainable Growth ]

환경, 안전,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활동으로 인류와 함께 성장

선택과 집중 [ Focus on Core Business ]

경쟁력 있는 기존의 기술력과 신규 기술을 핵심 사업화하여 성장사업으로 육성

인재육성 [ Talent Development ]

모든 직원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육성

고객중심 [ Customer-focused ]

고객에 대한 명확한 이해. 고객의 입장에서 비롯된 생각.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만족과 

감동 실현

사회공헌 [ Social Contribution ]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사회의 신뢰받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이행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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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OCI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경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경영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구조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1년만 OCI의 총 발행주식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31.56%이며,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은 14.33%, 나머지는 기관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구성과 역할 | OCI는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토대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 안건 부의,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출자 및 투자와 관련한 

전반 사항을 모두 관장합니다.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명은 사외이사 입니다. 

이사회를 이끄는 의장이 CEO를 겸직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진들이 경영진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독립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나 개별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결의 됩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OCI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으며, 이사회가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에 수정제안이나 반대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전문성 확보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합니다. 

3년의 임기를 지니는 사외이사진에게는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 System)를 적용하며, 

이사진들에게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한편,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진은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 

화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OCI의 전략 방향과 현안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써 의견을 개진함으로 경영전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시차임기제는 이사진 전원을 한꺼번에 

선임하지 않고 임기에 의해 결원이 

생길 때 선출하여 보충하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이사진의 대거 교체로 

인한 경영 공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가능케 합니다. 

21.9%

32.92 31.56

14.3321.20

2011 주주구성

 (단위 : %)

■최대주주와   ■외국인   ■기관   ■개인

   특수관계인

성명 직책/업무

이수영 대표이사/회장

백우석 대표이사/사장

김상열 상근이사

이우현 상근이사

김용환 사외이사

박선원 사외이사

김종신 사외이사

조형 사외이사

이사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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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위원회 | OCI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과 자금차입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이사 및 집행임원의 성과목표 이행 실적에 대한 

보상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사외이사진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동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2011년 총 7회의 감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 사안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윤리경영실천운동 

점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결과 보고 등 이며, 총 25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사회 활동과 성과평가 | OCI는 정기 이사회를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12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기업,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현황, 출자 및 투자 현황, 차입금 및 

보증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설투자 승인 등 총 21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이사회 참석률은 평균 94.3% 입니다. 또한 

이사 및 집행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사전 심의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두어 이사진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주요 의안내용 이사진 참석률(%)

1  Crystal Growth 사업 시설투자 승인의 건, 미등기 임원 선임의 건,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 일부 변경의 건, 미등기 임원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이해관계자(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3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3

4    폴리실리콘공장 시설투자의 건, 타회사 임원(사외이사) 겸임의 건  100

5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의 건, 자사주 처분결정의 건  83

6    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의 건, 자사주 처분결정의 건  83

7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금액 변경의 건  100

8    이해관계자(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100

9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건  83

10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100

11    미등기 임원 선임의 건  100

12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012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100

2011 이사회 주요 의제 

 

100

2011.01.19

2011.02.22

2011.03.11

2011.04.20

2011.05.12

2011.05.21

2011.06.15

2011.07.13

2011.09.28

2011.10.24

2011.11.16

2011.12.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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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감사정책, 내부통제제도,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체제

감사정책

OCI는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전담 감사실을 

통해 실시되는 감사 활동은 OCI의 사업장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연간 총 10회의 정기 감사가 진행되며, 

2년을 주기로 감사실에서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 총무, 회계, 환경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사항은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고,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선임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 논의 됩니다.

임직원들은 사이버감사실을 통해 내부 부당거래 및 비윤리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OCI 웹사이트의 ‘사이버신문고’ 에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접대, 기타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의 감사체계는 단순히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만을 관리하지 않고, 구매관행 점검 등 원가절감업무에도 연결되어 전사적인 CR 활동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

OCI는 회계상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유효성 평가와 함께 내부통제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 평가 운영은 Coordinator, 

Assessor, Tester, Reviewer 등 총 4단계의 검토 주체를 두어 경영진 인증 전에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며, 

경영진 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회사 규정상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성과 | 2011년에는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홍보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과 

주의환기를 시켰으며, 계약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잠재된 Risk 

요인들을 제거 및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일 현재 회사 내 유효한 계약서가 무려 1,800건 이상이 

되고, 다양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동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착안에 따라 법무팀에 계약관리시스템인 ELMS(Enterprises Law Management System)의 

설치를 제안하여 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 및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였음은 물론, 

Risk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업무개선안을 제안하고 실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함에 따라, 점차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상장협의회로부터 

'감사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9월 28일 제 12회 감사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 당일에는 

회사의 감사운영사례를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의 감사인들에게 사례전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배정 평가범위 선정 및 평가 대상자 선정

통제절차의 설계평가 통제활동 업무현황 확인 및 업데이트

통제절차의 운영평가 통제활동 별 테스트 절차 검토 및 수행

설계/운영평가 검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검토

경영진 인증 CEO 및 CFO보고 및 인증

대외공시 대외공시

내부통제제도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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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체계 | 2005년 1월 제정된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은 OCI 임직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윤리행동 준칙은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업무 수행, 회사 재산과 정보 보호, 건전한 직장과 사회생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열사 및 협력회사에도 행동준칙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윤리교육 | OCI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신 동향을 교육할 목적으로 

인트라넷에 윤리경영 게시판을 운영하여 매주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OCI의 윤리경영 체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운동 | OCI는 신문고 제도, 윤리경영 참여 안내문, 교육 등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데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교육시간(1인당) 수강자 수 교육시간 수강자 수 교육시간 수강자 수

Compliance  -  -  2hr  28명  2hr  69명

Business Ethics  -  -  2hr  81명  2hr  260명

Diversity & Gender Equality  1.5hr  전직원  1.5hr  전직원  2hr  전직원

윤리경영 교육시간 및 참여인원

* Compliance: 영업비밀의 이해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영업비밀 침해 사례 공유 및 관리, 보호방법

* Business Ethics: 윤리경영을 통한 건전한 신뢰관계 유지, 동반성장, 건강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및 강화

* Diversity & Gender Equality: 남녀 차이의 이해와 격차 극복, 평등의 효과와 시너지 교육, 남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성희롱 예방

 

실천운동 내용

신문고 운영 각종 윤리경영 위반사항 고발 창구 역할

윤리경영참여 ‘안내문’ 발송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 2주전 모든 거래처 안내문 발송

무기명 제보접수 창구 운영 임직원, 거래처, 가족 등으로부터 제보 접수

Risk 예방 목적의 전파교육 실시 감사 결과, 문제사례들을 통한 RISK예방관리 교육 시행

선물반납창구 운영 금품수수 및 선물 수령 신고하며, 접수된 물품은 반환 및 반송

윤리경영 실천운동

         OCI 홈페이지 

          http://www.oci.co.kr/company/ethical.asp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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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 사회성과 데이터

요약 재무제표

구분 2010 2011

매출액 3,322,059,557 4,275,871,267

매출원가 2,103,542,584  2,797,635,497

매출총이익 1,218,516,973  1,478,235,770

판매비와 관리비 325,281,147  360,319,821

기타영업수익 3,530,665  8,501,743

기타영업비용 36,439,002  12,367,864

영업이익 860,327,489  1,114,049,828

영업외손익 (42,696,682)  (70,727,75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17,630,807  1,043,322,075

법인세비용 (148,699,112)  178,583,772

당기순이익 668,931,695  864,738,303

구분 2010 2011

유동자산 1,416,340,308  1,985,701,838

매출채권(및 기타채권) 459,408,656  614,566,769

재고자산 295,238,011  440,874,349

비유동자산 4,179,875,660  5,219,311,308

유형자산 3,779,838,787  4,807,238,694

자산총계 5,596,215,968  7,205,013,146

유동부채 1,592,300,521  1,452,468,849

비유동부채 1,716,183,138  2,032,405,713

부채총계 3,308,483,659  3,484,874,562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002,319,531  3,334,648,634

자본금 121,606,450  127,246,855

자본잉여금 202,780,644  824,414,07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106,039)  18,801,722

이익잉여금 1,783,629,394  2,364,196,268

비지배지분 285,412,778  385,489,950

자본총계 2,287,732,309  3,720,138,584

부채및자본총계 5,596,215,968  7,205,013,146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단위 : 천 원, 연결기준)

(단위 : 천 원, 연결기준)

* 괄호는 부(-)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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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데이터 요약

수질 오염물질 배출농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농도

분류 법적 기준치 사내 기준치 2009 2010 2011

BOD 

익산 360 288 51 66 37

광양 300 40 10 10 10

인천 120 30 27 27 26

COD 

군산 KT 400 300 170 164 165

RE 400 300 22 26 21

KP 400 300 17 15 33

익산 360 288 62 98 86

광양 300 80 29 40 35

인천 130 40 29 27 28

포항 130 40 32.1 23.2 29.1

SS 

군산 KT 200 100 15 15 13

RE 200 100 10 9 8

KP 200 100 15 15 13

익산 360 50 23 13 18

광양 350 50 30 30 30

인천 120 30 13 15 14

포항 120 30 20.2 15.6 20.9

분류 법적 기준치 사내 기준치 2009 2010 2011

NOx 

(단위 : ppm)

군산 KT 100 80 91.7 58.4 53.1

BAS 100 80 46.1 39.6 39.1

익산 200 160 38 32 86

광양 250 210 190 190 190

인천 350 150 86 77 97

포항 200 150 67 104 105.3

SOx

(단위 : ppm)

익산 350 280 - - 0.4

광양 400 120 90 90 90

인천 270 120 110 117 107

포항 270 120 58 25 30.7

먼지

(단위 : mg/m3)

군산 KT 40 30 11 10.4 7.8

BAS 40 30 2 3.3 3.4

익산 50 40 7.4 6.8 5.8

광양 100 30 20 20 20

인천 40 20 16 17 16

포항 30 30 20 17 17.4

* 군산 및 포항 사업장은 BOD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

* NOx의 사내기준치는 법적기준치(150ppm -> 100ppm) 강화에 따라 2010년 120ppm에서 80ppm으로 변경됨

* 군산 및 익산 사업장은 사용 원료가 SOx 배출량이 거의 없음

About oCI EConomIC PErform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SuStAInAbIlIty EffortS APPEndIx

(단위 : mg/ℓ)



분류  2009 2010 2011

전체 임직원(명)  2,364  2,617  2,912

고용별(명)
 정규직 2,308  2,560  2,865

 계약직  56  57  47

사회적 소수계층(명)

 여성  151  167  163

 장애인  28  30  31

 국가보훈자  76  76  82

연령별(명)

 30세 미만  459  634  729

 30-50세  1,583  1,681  1,829

 50세 이상  322  302  354

직급별(명)

 임원  66  77  70

 부장  103  86  101

 차장/과장  231  237  239

 대리  117  162  177

 사원/주임  201  204  293

 사무보조원  96  101  83

 기능직  1,550  1,750  1,949

육아 출산휴가 후 업무 복귀율(%)   100  100  100

유아 출산휴가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   100  100  100

이직(%)   7.3  4.1  5.6

신규채용(명)   267  414  343

임직원 구성

2011년 12월 기준으로 OCI 전체 구성원 수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2,912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2,865명이고, 신규인력은 343명 입니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1,94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 비율은 9.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포함한 이직률 또한 국내 대기업 평균 이직률인 10.9%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1년 이직율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은 용연공장 및 전주공장 매각으로 

일시적 퇴사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직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층별·직급별 간담회, Town hall 

meeting 등을 개최하여 직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등 다양한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의 정책 및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신입사원 

조기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용유지정책을 개발, 운영하여 

우수인력 관리에 노력을 기함으로써 세계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유지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76

임직원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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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3자 검증 보고서

GRI Guideline Index – ISO 26000

Glossary

주요 수상현황 및 협회가입



제3자 검증의견서

78

서 문

주식회사DNV인증원 (이하 “DNV”)은 OCI(주)(이하, “OCI”)의 20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 관련 경영 프로세스, 보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검증성명서는 OCI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독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OCI는 보고서에 실린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 취합,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따라, 계약 당사자에 국한됩니다. DNV는 본 

검증성명서에 기반하여 내려진 (투자 등을 포함한) 제3자의 결정에 배상 책임이나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합니다.  

검증 범위

 DNV 검증 업무는 2011년도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DNV의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서에 기술된 2011년 지속가능경영 방침, 목표 및 이니셔티브, 관행 및 성과. OCI 본사와 국내사업장 차원의 검증.

•  안전보건, 사회 및 환경 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련 프로세스 및 보고서에 제공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의 수집, 분석, 취합 및 보고와 

관련된 툴.

•  Global Reporting Intitiative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GRI G3.1)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보고서에  반영된 정도.

•  AA1000 AS(2008)의 Type 1, 일반수준 검증의 요구사항에 따라 중요성, 포괄성 및 대응성의 원칙이 적용된 정도.   

보고서 정보의 신뢰성은 일반 수준의 보증(Moderate assurance)으로 검증되었습니다. 

OCI의 보고 범위는 OCI 경영진의 중요한 통제권이 미치는 한국내 모든 조직을 포함합니다.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OCI의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는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내 전문가들을 통해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OCI 보고서 검증은 

자격이 부여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2011년 동안 독립성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OCI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검증 방법론

검증 활동은 DNV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 (VeriSustainTM)  및 AA1000 AS(2008)에 따라 2012년 5월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검증결론은 아래의 활동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  OCI 본사 방문

•  DNV가 요청한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 및 OCI이 제공한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확인

•  보고서에 기술된 지속가능경영 관련 방침의 이행과 이의 감독을 위한 OCI의 메카니즘 검토

•  OCI의 지속가능경영 방식, 성과 및 방침 준수 상태와 관련된 내부 의사소통 자료 및 외부 언론 보도 내용들의 검토

•  AA1000 AS(2008)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된 특정 데이터 및 정보의 평가,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분석.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 평가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표명된 지속가능성 성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완전성과 정확성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통합, 분석 및 내부 품질 관리 그리고 보고에 적용된 방법, 관행 및 툴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DNV의 평가는 상위 

수준의 경향분석, 과거 보고서와 달라진 성과의 식별 및 변경 내용, 데이터 추적성 검토, 데이터 흐름상의 개별 단계에서의 기록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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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는 2011년도 보고서가 OCI의 2011년 지속가능경영 전략,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 활동을 통해 DNV는 보고서가 GRI G3.1 및 AA1000AS(2008) 일반수준 보증(Moderate Level of Assurance), Type 1 검증의 원칙, 내용 

및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원칙의 채택 및 특정 성과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 원칙의 준수 정도와 관련하여, 검증팀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AA1000 Principles>

포괄성 및 대응성 : OCI는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참여 활동에 체계적인 접근법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OCI 조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조,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OCI 및 이해관련자들에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파악하고, 우선순위화해 오고 있습니다. 동 중요성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신뢰성 : AA1000AS(2008)에 따라 검증된 데이터 및 정보에서 중요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는 성과의 

연대기적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원칙>

완전성 : OCI에서 정의한 보고 경계 및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누락은 없습니다.

중립성 : 보고서는 OCI의 접근 방식 및 2011년도 성과를 공정하고 균형잡힌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다음은 OCI 경영진에 제공된 관찰 및 개선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들은 보고서에 대한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공됩니다. 

• 문서화된 절차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을 위한 주요 프로세스(데이터 취합, 분석, 보고서 편집 등)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보고서에 공시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내부 검증을 실시 할 것.

• 해외사업장까지 보고 및 검증범위를 확장할  것.

   서울, 대한민국

   2012년 5월 20일

김  영  근
검증팀장 ㈜DNV인증원

Antonio Astone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총괄 책임 DNV Business Assurance Group AS

안  인  균
대표이사 원장 ㈜DNV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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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uideline Index – ISO 26000
●전체보고     ◐ 부분보고     ○미보고     N/A 해당사항 없음

구분 GRI 공시 요구항목 ISO 26000 조항 페이지 보고수준 

프로필 공시 

전략 및 분석 

1.1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보고조직,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6.2 4,5 ● 

1.2 조직과 지속가능성 주요 영향, 위험 요인과 기회 6.2 4,5 ● 

조직 프로필 

2.1 조직명칭 　 66 ● 

2.2 대표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6-9 ● 

2.3 주요 사업부서 등 6.2 66,67 ● 

2.4 본사/본부 소재지 　 66,67 ● 

2.5 해외사업장 위치, 주요 사업장 등 　 66,67 ● 

2.6 소유 구조 특성과 법적 형태 　 70,71 ● 

2.7 대상시장 　 66,67 ● 

2.8 조직 규모 　 66,67 ● 

2.9 규모, 구조 또는 소유규조상 중대 변화 　 66,67,70 ● 

2.10 보고 기간 중 수상내역 　 85 ● 

보고 매개변수 

3.1 보고 대상 기간 　 about this report ● 

3.2 최근 보고서 일자 　 about this report ● 

3.3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3.4 보고서 관련 내용 문의처 　 about this report ●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11-13 ● 

3.6 보고 경계 　 about this report ●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상의 제한사항 　 about this report ● 

3.8 조직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 기준(합작회사, 자회사 등) 　 about this report ● 

3.9 정보수집 과정의 가정과 데이터 측정기법과 계산기준 　 about this report ● 

3.10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 효과와 그 사유 　 about this report ● 

3.11 이전 보고기간 대비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about this report ● 

3.12 GRI 대조표 　 80-83 ● 

3.13 외부검증 관련 정책과 활동/검증범위와기준 7.5.3 78,79 ●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 조직 지배구조 6.2 70,71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여부 70,71 ● 

4.3 일원화된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 혹은 독립이사의 수 70,71 ● 

4.4 이사회에 대한 주주와 직원의 의견반영 매커니즘 70,71 ● 

4.5 이사회 구성원 등에 대한 보상과 조직 성과간의 관계 70,71 ● 

4.6 이사회 내의 이해관계 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70,71 ◐ 

4.7 경제/사회/환경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자격과 전문성 기준, 결정 프로세스 70,71 ◐ 

4.8 경제/사회/환경 성과, 활동과 관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원칙 68,69 ●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과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70,71 ◐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평가 프로세스(경제/사회./환경) 70,71 ◐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채택방식 24,25 ◐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85 ● 

4.13 산업협회 등 국가별 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쉽 획득 85 ●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0 ●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선정기준 10 ◐ 

4.16 참여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0-13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주제와 관심사 및 대처방안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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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RI 공시 요구항목 ISO 26000 조항 페이지 보고수준 

경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6.8 14

경제
성과 

EC1 직접적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6.8, 6.8.3, 6.8.7, 6.8.9 16-18 ●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06.5.5 37,38 ● 

EC3 연금지원범위 　 48 ● 

EC4 정부 재정지원 수혜 실적 　 - N/A 

시장
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 최저 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6.4.4, 6.8 48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관행 및 비율 6.6.6, 6.8, 6.8.5, 6.8.7 19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6.8, 6.8.5, 6.8.7 46 ◐ 

간접
경제효과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지원 형태 구분 포함) 
6.3.9, 6.8, 6.8.3, 6.8.4, 
6.8.5, 6.8.6, 6.8.7, 6.8.9 

62,63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6.3.9, 6.6.6, 6.6.7, 6.7.8, 
6.8, 6.8.5, 6.8.6, 6.8.7, 

6.8.9 
19 ● 

환경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6.5 26

원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6.5, 6.5.4 32, 34 ●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32 ●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32, 35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32, 35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35 ●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35, 43 ●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35 ●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32, 36 ●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N/A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32 ● 

생물 
다양성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 지역에 소유/임대/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6.5, 6.5.6 - N/A 

EN12 
보호 구멱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제품/서비스로 인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N/A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N/A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 N/A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멸종 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 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 N/A 

대기 
배출물, 
폐수, 
폐기물 

EN16 직접/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6.5, 6.5.5 33, 38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39 ● 

EN18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성과 38 ● 

EN19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 6.5, 6.5.3 - N/A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41, 74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40, 74 ● 

EN22 형태 및 처리 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33, 40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 및 유출량 33 ◐ 

EN24 바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리 서식지의 명칭/규모/보호 상태 및 
생물 다양성 가치 

6.5, 6.5.4, 6.5.6 - N/A 

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의 성과 6.5, 6.5.4, 6.6.6, 6.7.5 43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6.5, 6.5.4, 6.7.5 39 ◐ 

법규 준수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6.5 42 ●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6.5, 6.5.4, 6.6.6 39 ◐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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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6.4, 6.3.10 45

고용 

LA1 고용 유형/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6.4, 6.4.3 76 ●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성별 및 지역별) 76 ●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서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주사업장별) 6.4, 6.4.3, 6.4.4 48 ● 

노사관계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비율 

6.4, 6.4.3, 6.4.4, 6.4.5, 
6.3.10 

49 ● 

LA5 중요한 사업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 (단체협약에 명시여부 포함) 6.4, 6.4.3, 6.4.4, 6.4.5 49 ● 

직장 보건 
및 안전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6.4, 6.4.6 50 ● 

LA7 부상/직업병/손실 인수/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 50 ●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한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상담/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6.4, 6.4.6, 6.8, 6.8.3, 6.8.4, 
6.8.8 

51 ●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6.4, 6.4.6 50,51 ● 

교육 및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6.4, 6.4.7 47 ◐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 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6.4, 6.4.7, 6.8.5 - ○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 비율 6.4, 6.4.7 48 ●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성/연령/소수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6.3.7, 6.3.10, 6.4, 6.4.3 70,76 ●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6.3.7, 6.3.10, 6.4, 6.4.3, 

6.4.4 
48 ● 

고용 LA15 육아출산휴가 후 업무복귀율 및 보유율(남녀별) 76 ● 

인권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6.3 

투자 및 
조달관행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6.3, 6.3.3, 6.3.5, 6.6.6 - ○ 

HR2 주요 공급/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6.3, 6.3.3, 6.3.5, 6.4.3, 

6.6.6 
- ○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6.3, 6.3.5 73 ◐ 

차별금지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 조치 
6.3, 6.3.6, 6.3.7, 6.3.10, 

6.4.3 
46 ●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6.3, 6.3.3, 6.3.4, 6.3.5, 
6.3.8, 6.3.10, 6.4.3, 6.4.5 

49 ● 

아동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 6.3.3, 6.3.4, 6.3.5, 

6.3.7, 6.3.10 
49 ● 

강제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49 ● 

보안 관행 HR8 업무와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6.3, 6.3.5, 6.4.3, 6.6.6 - ○ 

원주민 
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6.3, 6.3.6, 6.3.7, 6.3.8, 

6.6.7 
없음 ● 

평가 HR10 인권 감독 및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 ○ 

교정 HR11 공식적인 불만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소송제기/대응/해결되는 인권 관련 불만사항의 수 59,60 ◐ 

사회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6.6, 6.8 45

지역사회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와 실효성 

6.3.9, 6.8, 6.8.5, 6.8.7, 
6.6.7 

59,60 ◐ 

부패 

SO2 부패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6.6, 6.6.3 72,73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73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72,73 ● 

공공 정책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6.6, 6.6.4, 6.8.3 - N/A 

SO6 정당, 정치인과 관련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N/A 

경쟁 저해 
행위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6.6, 6.6.5, 6.6.7 없음 ●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6.6, 6.6.7, 6.8.7 없음 ● 

지역사회 
SO9 지역사회에 잠재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존재 여부 58-60 ◐ 

SO10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및 보호하기 위한 장치 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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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RI 공시 요구항목 ISO 26000 조항 페이지 보고수준 

제품책임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6.2, 6.6, 6.7 45

고객 
건강 및 
안전 

PR1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의 평가 실시 비율 
6.3.9, 6.6.6, 6.7, 6.7.4, 

6.7.5 
42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의 규칙 위반 건수 52,53 ◐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PR3 제품/서비스 라벨링 비율 
6.7, 6.7.3, 6.7.4, 6.7.5, 

6.7.6, 6.7.9 
55 ◐ 

PR4 제품/서비스 라벨링 규칙 위반 건수 없음 ●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6.7, 6.7.4, 6.7.5, 6.7.6, 

6.7.8, 6.7.9 
54 ◐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PR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6.7, 6.7.3, 6.7.6, 6.7.9 55 ● 

PR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없음 ● 

고객
개인정보 
보호 

PR8 고객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한 불만 건수 6.7, 6.7.7 55 ● 

법규 
준수 

PR9 제품/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6.7, 6.7.6 없음 ● 

OCI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1 가이드라인 지표보고수준에서 ‘B+’ 수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검증기관과 GRI의 Application Level Check을 

통해 본 보고서가 G3.1 가이드라인의 적용수준 중 ‘B+’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C C+ B B+ A A+

표
준
공
시

G3.1
프로파일

공시

결
과
물

공사항목

1.1, 2.1-2.10, 3.1-3.8,
3.10-3.12, 4.1-4.4,

4.14-4.15
보
고
서

외
부
검
증

C레벨의 모든 항목과

1.2, 3.9, 3.13, 4.5-4.13,
4.16-4.17

보
고
서

외
부
검
증

B레벨의 요구사항과 동일

보
고
서

외
부
검
증

G3.1
경영방식

공시

결
과
물

필요 없음
각 지표범주에 대한
검영방식[DMA] 공시

각 지표범주에 대한 경영방식
(DMA) 공시

G3.1
성과지표
및 산업별
부가지표

결
과
물

최소한 10개 이상의 성과
지표를 보고해야 함

(경제·환경·사회 지표를 
각각 1개 이상 포함)

최소한 20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보고해야 함

(경제, 환경, 노동,
인권, 사회, 제품책임 지표를

각각 1개 이상 포함)

중요성 원칙에 따라 모든 G3.1 핵심 
성과지표 및 산업가이드

지표에 대해
a) 보고하거나 b)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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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과산화수소 물분자에 산소원자가 하나 더 결합한 형태(H2O2)의 무색투명하고 특유의 냄새를 가진 화합물로, 분해하면 산소를 내보내고 물이 되므로 

강력한 산화작용이 있음. 과산화수소의 강력한 산화력을 이용하여 종이, 펄프, 섬유의 표백과 폐수처리약품, 토양복원약품, 상수도 처리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화학약품 및 의약품 제조에도 사용되며, 반도체 및 태양전지 제조 시 에천트 및 세척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됨.

과탄산소다 무색의 흰색 분말 또는 입상분말로 대표적인 산소계 표백제로 염소계 표백제와 달리 불쾌한 냄새나 섬유에 대한 손상 및 옷감 탈색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산소와 물 그리고 소다회로 분해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배출이 없고 친환경 세제 및 표백제로 사용됨. 

최근에는 금속표면세제, 토양복원약품, 산소발생장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소다회 가성소다와 함께 알칼리 부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소다회는 무수탄산나트륨의 일반 명칭으로 

겉보기 비중 차이에 따라 중회(Dense Ash)와 경회(Light Ash)로 나뉘며, 백색무수분말 또는 입상물질임. 현재 유리공업, 비누 및 세제공업, 

광석제련, 식품 공업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흄드실리카 하얀색의 매우 가벼운 분말로 무정형의 이산화 규소, 기본입자가 극히 작고, 구형의 형태이며 넓은 표면적과 특유의 표면 특성을 가지고 

있음. 높은 순도로 인하여 실리콘 고무에 강도를 개선해주고 씰란트, 접착제, 마감재에 있어 점도를 증가시키고 강도를 강화하며 수지의 

결합력을 높여줌. 최근에는 반도체 웨이퍼 평탄화 공정과 페인트/코팅 공정과 단열재 및 Powder 물질 등에도 사용되고 있음.

카본블랙 FCC, Oil, OBO등을 불완전 연소 및 열분해시켜 제조되는 흑색의 미세한 탄소분말, 주로 타이어 등의 고무보강제, 플라스틱·잉크 등의 

착색제 및 전도성소제로 사용되고 있음.

핏치 Coal Tar 처리시 생산되는 Aromatics Hydro Carbon 혼합물로 흑갈색이며 상온에서 고체임. 알루미늄 제련시 전극봉(Carbon Anode)으로 사용됨

Coal Tar 석탄의 건류를 통해 생산되는 검고 점도가 높은 석탄유분임.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Coal Tar는 대부분은 철(Fe)을 만드는데 필요한 

환원제로 사용되는 Coke의 제조 시 부산물로 생성됨.

폴리실리콘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고순도의 다결정 분자 구조를 지닌 화합물. 규소(Si)는 지표면의 약 1/4인 27%를 차지하여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로, 모래나 자갈에서 95% 이상의 순도를 가진 규석을 추출한 뒤, 화학과정을 거쳐 초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만들게 됨. 검정색 

또는 회색의 고체로 대부분 반도체 및 태양전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반도체 인산 H3PO4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발생시킴. 반도체 공정 중 Silicon Nitride 막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됨. 반도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산의 농도와 불순물의 함량제어가 중요함.

OHSAS 18001 보건 및 안전 경영시스템으로 조직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규격임.

Indene 무색의 액체로 물에서 녹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기용매에는 잘 녹음. 타르 중성유의 유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크르산과 화합물을 

만드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시켜 추출함. 쿠마론(Courmaron) 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며 쿠마론수지는 열가소성수지로 TBR타이어(Truck Bus 

Radial)의 점착제로 주로 사용됨.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는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특성을 설명한 명세서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의 MSDS를 비치해 놓도록 하고 있음.

ROHS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임. 일반적으로 RoHS라고 적음. 2003년 2월에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됨.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RoHS(일명 China RoHs)를 시행하고 있어 유럽에서 정한 6가지 품목과 

유럽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과학기기나 의학장비도 중국의 RoHS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인 미국 Dow Jones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 글로벌 선도기관인 스위스 SAM에 의해 1999년 개발되었으며, 

기업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표준임. 2010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최초 국가지수인 DJSI 

Korea를 런칭함

G3.1 G3.1은 UNEP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2006년에 개정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2002년 

판 G2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경제, 환경, 사회의 세 가지 핵심 축(Triple Bottom Line)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업의 

정보공개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됨.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말하며 조직이 품질경영, 품질보증, 고객만족 등을 실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설정한 표준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말하며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설정한 표준

TOE (Ton of Oil Equivalent)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석유환산톤은 석유 1 ton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폴리올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로, 산과 알코올과의 축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Poly-ester Polyol은 경질우레탄 폼에 사용되며 

난연성 및 단열성이 좋음.

ISO/TS 16949 ISO/TS 16949는 ISO와 IATF(The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가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보증체제 규격으로서,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글로벌 규격임.

SHE경영 SHE경영은 Safety, Health & Environmental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기업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영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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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현황 및 협회가입

담당부서    수상 내용 

홍보팀 제12회 감사대상 금융감독원장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11.9.28)

대한민국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 1호: 지식경제부 장관(2010.6)

세계1위 지속가능가치창조기업 선정: BCG(2009)

사회공헌추진단 표창장 : 희망 2011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참여- 성북 구청(2011.4.27)

감사패 :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참가지원(2011.7) 

·Regional Outstanding Volunteer Award of the year 2010-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지부에 대한 지원(2011.8.24)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감사- 군산노인종합복지관(2011.12.6)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기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2.1.9)

사회복지 유공 서울시장상: Now Start사업에 기여한 공로 -서울특별시(2011.11.24)

공로패: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참여- 인천광역시(2011.11.30)

Peroxide 사업팀   2011년 영주시 감사패

RE 사업본부   2011년 10월 21일 '제5회 신재생에너지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군산공장 송택이 상무)

  2011년 10월 26일 '제1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금상 수상 (OCI 군산공장 기숙사)

  2011년 10월 31일 ' 제3회 화학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군산공장 최재열 사장)

인천 공장   제20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민관협력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익산 VIP 공장   OCI 녹색기술 인증: 국토해양부(2010.12.2)

  VIP-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익산 공장   환경관련 수상 실적: 전북도청 환경부분 자율점검업소 지정-전북도청(2011.3.23)

포항 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노동부 및 KOSHA (2011.11~2014.11)

군산 공장   녹색기업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환경부장관상-환경부(2011.6.25) 

지속가능경영 관련 수상 내역

주요협회 가입현황

·경제단체협의회 ·한국RC협회 ·한국수입업협회

·그린에너지포럼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열관리사협회

·서울상공회의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이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유럽태양광협회 ·한국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품질인증센터

·한국고무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CFO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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