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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외 공장의 전략적·효율적 운영, 

선택과 집중,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변화의 흐름에 유연히 대처하며 

중심을 잡아온 OCI는 핵심사업 분야의 가치를 높이며 

미래를 향해 도전해가겠습니다.  



베이직케미칼

폴리실리콘 

OCI는 2008년부터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군산공장의 P2 및 P3 설비의 가동을 중단했고, P1 설비에서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증대하며 폴리실리콘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OCI는 국내 생산 중단에 따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상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ak) 공장의 

생산능력을 27,000MT에서 30,000MT로 확장했습니다.

향후 OCI는 국내 및 해외 반도체 업계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에서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생산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debottlenecking을 통해 2022년까지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능력을 35,000MT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글로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산

OCI는 2003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인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능력 30,000MT 

규모로 국내 주요 고객사에게 인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반도체용 인산의 생산능력을 20,000MT으로 증대한 후, 2020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OCI는 고부가가치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에 유연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산화수소

OCI는 1979년부터 익산공장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OCI는 국내 주요 

과산화수소 공급업체로서 50,000MT의 전자급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총 85,000MT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pacities (단위: 톤)

과산화수소

85,000 85,000 85,000

흄드 실리카

15,00015,00015,000

폴리실리콘

72,000 79,000 30,000

2020년, OCI와 포스코케미칼의 합작법인인 피앤오케미칼(P&O Chemical)은 전남 

광양에 50,000MT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이후 공업용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 고부가가치의 전자급 

과산화수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흄드 실리카 

2006년부터 군산공장에서 흄드 실리카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OCI는 세계 5대 흄드 실리카 

제조사로 국내 9,000MT 및 중국 6,000MT 포함, 총 15,000MT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생산능력을 500MT에서 1,000MT로 확장하면서 고부가가치 소수성 흄드 실리카의 

매출 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로르 알카리 

OCI는 1990년부터 군산공장에서 클로르 알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17,000MT에 

달하는 다양한 등급의 클로르 알카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클로르 알카리는 OCI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 전반에 걸쳐 클로린의 새로운 응용 분야를 연구했으며, OCI는 국내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요 확대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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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피치

531,000 531,000 531,000

BTX

260,000260,000260,000

카본블랙

450,000 500,000 500,000

카본블랙

OCI는 1981년부터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총 4곳의 카본블랙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1위의 카본블랙 생산 기업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500,000MT에 

달하며 이 중 150,000MT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합작사인 현대OCI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에 따라 아시아 타이어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판매량 및 판매가격이 

2020년 3분기부터 회복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가 조사 예비 평가가 향후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DI 

OCI는 1990년부터 군산공장에서 TDI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50,000M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급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전세계적인 공급 이슈로 TDI 가격이 급등했으나, 연말에 정상화되었습니다. 

OCI는 생산 경쟁력과 클로린, 수소 등 주요 원료의 자체 조달 능력을 토대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치  

OCI는 1976년부터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콜타르 피치 

생산 업체인 OCI는 국내 공장 두 곳에서 450,000MT, 중국 공장 두 곳에서 730,000MT, 

총 1,180,000MT의 콜타르를 증류하고 있으며, 총 피치 생산능력은 총 531,000MT(한국 

202,500MT와 중국 328,500MT)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국 알루미늄 제련소 생산이 늘어난 결과, 

2020년 3분기 판매 및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OCI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BTX

OCI는 1995년부터 광양공장에서 BTX를 생산해 왔습니다. 현재 OCI는 국내 유일의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BTX 생산 기업으로, 총 260,000M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벤젠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으나 연말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주요 원료 공급업체와 장기간 구축해온 견실한 관계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핵심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Capacities (단위: 톤)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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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솔루션

전체

710 MWdc

태양광발전

OCI는 미국, 중국, 한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710MWdc에 달하는 독립발전사업(IPP) 및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공급하는 EPC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108MWdc 규모의 IPP 및 EP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감소로 인해 OCI의 태양광 모듈 생산 

자회사인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소재 Mission Solar Energy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21년 전세계의 태양광 설비 설치는 2020년 대비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3월, 이러한 글로벌 시장 동향에 발맞춰 Mission Solar Energy는 M6 

모듈의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주거용 및 상업용 프로젝트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OCI는 태양광저장용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실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대차그룹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전기차 재사용배터리를 활용한 ESS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2개의 시범 

프로젝트 중 첫 프로젝트 개시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1월, OCI스페셜티(OCI Specialty) 공주공장에 위치한 기존 727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 현대차그룹의 300kwh급 전기차 재사용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며, 사업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OCI는 향후 ESS 솔루션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ESS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해외 등 타 사업장에서도 

배터리 검증 테스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병합발전

OCI 자회사인 OCI SE는 군산공장 인근 새만금 산업단지 내 303MW 급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광양, 포항공장에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며 지난 50년 동안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배출가스 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 

및 자산 평가손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OCI SE는 우드펠릿을 비롯한 연료 혼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Solar PV projects (단위: MWdc)

알라모 태양광 발전소, 미국, 텍사스주 

40 22648

미국 한국 중국

OCI SE 새만금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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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도시개발연구/개발

OCI는 혁신적인 바이오기업 및 투자자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신규 

항암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2018년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 

수준의 나노기술과 M&A 전문성에 기반해 향후 항암 분야에서 점차 입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OCI가 2019년부터 투자해온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 3사 모두, 개발 중인 차세대 암 진단 및 

항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 

(SN BioScience)는 한국과 미국에서 췌장암 치료 신약의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뉴클레익스(Nucleix)의 재발성 방광암 대상 액체생검 진단키트는 EU의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에이디셋바이오(Adicet Bio)는 지난 9월에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10월에는 동종이계 방식 면역 항암 세포(CAR-T) 요법의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전 세계의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이며, 

혁신적인 리딩 기업 및 기관과 긴밀한 R&D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항암 분야 내 핵심 자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OCI 중앙연구소는 실용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OCI 사업 전반에 걸쳐 시너지를 만드는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OCI는 사업 전면에 걸쳐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제조 혁신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파트너 및 고객사와의 

협업에도 제약이 따랐으나, 제품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선도적인 

제품 개발에 매진해 나갔습니다.

OCI 중앙연구소는 반도체, 콜드체인 물류, 타이어, 전자, 친환경산업에 사용되는 고성능 

화학물질과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OCI의 자회사인 DCRE는 과거 OCI의 인천 공장 부지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식 브랜드 명은 ‘City Ociel(시티오씨엘)’로, 2025년까지 용현·학익지구에 10여 

개의 주거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며, 약 13,000세대가 입주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3월 시티오씨엘의 첫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순차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에 2차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허 등록건수 (단위: 개) 특허 출원건수 (단위: 개)

CITY O CIEL

전체

305
전체

249

185 120

국내 국외

140 109

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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