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TOPICS
OC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DJSI Korea 지수에 편입하며 ESG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ESG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Environment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기업 OCI

OCI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열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친환경 경영과 

글로벌 환경경영 전략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OCI는 미래에 시선을 두고 환경을 위한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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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GHG Master Plan OCI는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GHG(Green House Gas) Master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해 사내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OCI TCFD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 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를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OCI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TCFD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

감축 전략

•정부 할당 목표 달성

•국내 상쇄 배출권 발굴

•배출권 거래 사내 기준 마련

•정부 할당 목표 달성

•국내·외 상쇄 배출권 발굴

•정부 할당 목표 초과 달성

•제품별 배출 원단위 저감

•배출권거래제 대비 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요소 발굴

•사업장별 감축 목표 이행

•감축 기술 적용 방안 연구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쇄 배출권 취득 프로젝트

•신기술 적용 공정 발굴

•사업장별 감축 목표 이행

•신기술 적용 및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

•온실가스 감축 기술·설비 발굴

• 신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영향 분석 

•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참여를 통한  

추가 감축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

TCFD 권고안 (Guidelines)

STEP

a)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평가

a) 단기·중기·장기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 경영,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c) 기후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a)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 및 식별하는 조직 프로세스

b)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 프로세스 통합

c)  조직 전반의 위험 관리 및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a)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b)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연관 위험

c) 기후 관련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 관리 지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지배구조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경영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감축목표

지표 및 감축목표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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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감축목표

기후변화 대응 전략

OCI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HG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생가스 활용, 소각로 운전 

부하 저감, 운전조건 최적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

OCI가 속한 화학·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와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CI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 실시 

및 친환경 투자 확대를 기회 요인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역할

OCI는 CEO 산하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환경안전보건 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저감 활동, 에너지 신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OCI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핵심 리스크 중 하나로 

구분하고,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관련 지표 및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OCI는 소각로 운전 부하 저감, 부생가스 활용, 폐열회수에 

따른 연료 및 원료사용량 절감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사 차원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OCI 대응활동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 체계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CEO

본사

안전·보건·환경 전담 조직

사업장

군산 광양
익산 

VIP
포항 익산 연구소

본사

에너지·온실가스 전담 조직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Scope 1 tCO2-eq 2,661 3,410 1,297

Scope 2 tCO2-eq 435,679 439,506 78,373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Scope 1 tCO2-eq 709,560 636,911 584,137

Scope 2 tCO2-eq 1,552,553 1,479,380 639,400

* 폴리실리콘 P2,3 공장의 가동중지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음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Scope 1
tCO2-eq/

십억 원
288.0 244.6 291.6

Scope 2
tCO2-eq/

십억 원
498.9 567.8 319.2

온실가스 집약도 

1

환경영향 

모니터링

2

관리 필요한 

리스크 선별

3

대응전략 및  

방안 수립 

4

OCI 환경목표 

반영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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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유해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안전보건 관리

글로벌 환경경영

친환경 사업장 운영

Global Standard

• 친환경 인증 유지  

(ISO 14001 등)

• 2025 GHG Master Plan

• 사업장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

Climate Change

• 토양, 수질, 대기오염 물질  

최소화

•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  

활동 추진

Pollution Prevention

• 폐기물 저감 및 재자원화를  

위한 활동 전개

Waste Reduction

전략과제

전략목표

전략방향

환경경영

환경경영 추진 체계

환경안전보건경영

OCI는 외부 기관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법규와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영향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가 필요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안전보건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

OCI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법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CMS란 화학물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물질 단위로 전산 

관리하여 총 1만 5,500여 개의 화학 물질에 대해 구매 관리 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구매 및 관리 

부서가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CMS 도입 후 구매 및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CMS를 통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환경안전보건 원칙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PRIORITY POSITIVE PARTNERSHIP

입고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전 안전성 평가 

•적정 보관장소 선정 및 입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보관관리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정기점검

• 누출방지 시설 설치 및 누출 감지  

설비 설치 

• 화재·폭발·누출 등 비상사태 대응  

조직 구성 및 훈련

출고관리

• 운송관리 전산시스템(TMS)  

구축 및 운영

•운송차량 일상점검 및 운전자 교육

• 운송사고 대비 비상조치훈련 

실시(운송회사 참여)

ENVIRONMENT

모든 활동 시 환경안전보건을 

 최우선시(Priority)하며,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련 상해 및 건강상 장해를 예방

긍정적(Positive)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지속하여 

진정한 동반자(Partnership)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임직원과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환경안전보건 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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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환경영향 관리

ENVIRONMENT

BUSINESS CASE

화학물질 사고 예방 활동

OCI는 설비점검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의 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용, 보관, 폐기 등의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 대응 활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법규에 규정된 등록, 승인기간에 맞춰 화학물질 등록,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취급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관리

OCI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하여 배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신규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생성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열 시설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방지시설의 촉매를 교체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방지시설 및 설비 운전 

방법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 관리

OCI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발생량 절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수 재이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8,556,021톤의  용수를 사용하였고, 총 446,993톤의 용수를 재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폐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폐수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화 프로젝트 추진

2019년 2월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20년 4월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OCI는 2019년 12월, 환경부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취득하여 

2024년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광양공장 CB환경설비

폐기물 관리

OCI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각 사업장 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총 용수 사용량 톤 13,118,402 12,084,985 8,556,021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총 용수 재사용량 톤 601,435 640,604 446,993

용수 재사용량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총 폐기물 배출량 톤 40,159 42,098 26,042

폐기물 배출량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폐기물 재활용 비율 % 59.1 47.7 51.6

* 군산, 포항, 광양, 익산공장 데이터 포함

폐기물 재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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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가치창출

나누는 사회, 함께하는 OCI

OCI는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인재경영을 실천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은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OCI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치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협력사 상생경영

2020 구매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2020

코로나19 지원 활동

희망드림 물품 전달

861

A+

150가구 
나눔

포항 주민 

사회부문 (통합 A등급)

국내 89%
해외 11%

협력회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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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SOCIAL

임직원 역량 강화

OCI는 모든 임직원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쟁력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 제공 분야 :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영업/세일즈, 생산관리 등 

신입 인재 육성

비대면 방식의 신입입문과정을 운영하여 신입사원이 회사의 핵심내용을 학습하고 OJT 및 

업무 개선 프로젝트을 통해 직무역량을 빠른 기간 안에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업 배치 1년차 시점에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신입사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기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

OCI는 직급별 필수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시행 중에도 본사 및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Tool을 

이용한 비대면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OCI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과정, 해외 파견자 과정 등의 학습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진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과정을 화상 전화 

외국어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Mobile-Learning Program 운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파견자를 대상으로는 집중 화상 

전화 외국어, 이문화 진단 및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OCI는 직무 성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임직원들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정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 성과 목표 설정, 중간 점검 및 연말 평가를 

구성하여 조직화된 목표관리를 실시하고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항목별로 세분화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임직원 개인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인원

총 신규 채용 인원

명

41

고용 형태별
정규직 24

비정규직 17

연령별

~30세 9

30세~50세 25

50세~ 7

성별
남성 29

여성 12

2020 신규 채용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시간 18 19 14

임직원 교육 현황

전문인재 채용 및 육성

인재 채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OCI는 2020년, 비대면 채용상담 진행 등 채용 전 과정에서 전면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화상 면접 외에도 직무 중심 선발 방법인 직무 PT 및 

직무 에세이 작성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AI면접을 확대하고 개선된 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OCI는 이 외에도 보훈 대상자 채용 및 

특성화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CI 직급별 육성 체계

주니어 필수과정Ⅰ/ Ⅱ

FUNDAMENTAL
COURSE

GLOBAL
COURSE

FUNCTIONAL
COURSE

해외 파견자 과정

화상외국어 과정(영어, 중국어)

Mobile-Learning Program

회계 역량 향상 프로그램

OCI MBA

엔지니어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

직무교육 (사외 & Mobile 과정)

1년차 워크숍 & OJT 선임책임 심화과정 매니저 심화과정

매니저 필수과정

부장 워크숍

신임부장 과정

임원 워크숍

신임임원 과정

신규입사자 입문과정

책임·연구원 선임책임·선임연구원 매니저·차석연구원 부장·수석연구원 임원

임원과정(국내/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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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SOCIAL

퇴직연금제도 운영

OCI는 2009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채무의 

현재 가치는 1,587억 원이며, 2020년 비용으로 인식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급여비용은 20억 원(연결기준)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강화

OCI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주요 안건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CI는 노사간 화합을 위해 ‘노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상호 

이해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직장내 괴롭힘, 알코올중독 및 흡연 문제, 가정 불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고충 등을 해결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

주거 및 생활안정

•기숙사 지원

•주택자금 대출 및 긴급가계자금 대출 지원

•귀향지원금 및  통근버스 운영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료 및 건강증진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

•하계휴양소 운영 및 휴가비 지원

•자기개발지원금 제도

•사내동호회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보상제도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 모범직원 포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제도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총 임직원 수 명 2,251 2,234 1,551

여성 임직원
여성 임직원 수 명 120 123 97

총 직원 대비 여성 임직원 비율 % 5.3 5.5 6.2

연령별

30세 미만 % 6.7 6.5 6.4

30~50세 % 74.0 71.7 70.6

50세 초과 % 19.3 21.8 23

사회적 소수계층
장애인 % 1.1 1.3 1.1

국가보훈자 % 3.2 3.2 3.4

임직원 다양성 

임직원 다양성 존중

OCI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채용, 업무 수행, 승진 등 모든 근무 과정에서의 나이,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 다양한 소수계층 

인력을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운영

OCI는 일가정양립지원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및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재택근무제와 분산근무제를 도입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조직문화 혁신

인사관리 강화

OCI는 인사 및 노사협력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평등한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직 소통 강화

OCI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CEO와 구성원과의 소통 채널인 ‘Townhall Meeting’을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보다 많은 

임직원이 CEO와 회사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리더 대상 코칭을  실시하여 구성원 간의 소통 

강화, 업무 조정 및 운영 원칙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주 40시간 근무제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과 안전을 위해 재택·분산근무를 

시행하고 이러한 원격근무 중에서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호존중 캠페인을 1,2차에 걸쳐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OCI는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EO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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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상생협력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공급망 관리
SOCIAL

협력사 상생경영

OCI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Visibility’, ‘Speed’, ‘Flexibility’를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협력사와 공정 거래를 준수하고 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OCI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는 861개이며, 협력업체를 통한 구매금액은 총 

7,524억 원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OCI는 협력사와의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회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협력사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 별 맞춤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진단

OCI는 원부자재 수급의 영향력 및 수행도, 품질관리 이슈, 실사 및 진단 시 

발생하는 비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 및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진단 후에는 잠재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를 

선별·분석하여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예방 활동

협력사 신용도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협력사의 채무 불이행이나 

행정소송, 신용등급 변동 등 재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경영활동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OCI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OCI는 원활한 협력사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및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문제를 

청취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경영

• 재무 안정성

• 제품 수익성

• 기업 성장성

환경

안전

• 환경·안전 조직 운영

• 안전 점검 및 교육

• 유해물질 관리

기술

• 연구개발 투자

• 원가절감 활동

• 임직원 교육

인사

• 안정적 고용 조건

•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불법 고용 금지

품질

• 자체 품질심사

• 검사기준 수립

• 자재 및 공정 검사

사회

• 경영상 주요 변동 사항 고지 여부

• 사회공헌 활동

• 대외 수상 경력

협력사 실사 주요 지표

협력사 공정거래 강화

OCI는 임직원들이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사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 관리 

및 공정거래 정책 준수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법의 주요 내용, 하도급 공정거래 방식, 법규 위반 시의 제재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사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파트너십 강화

소통 채널 운영 및 강화를 통해 OCI는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정책 공유 및 협력사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동반성장 관련 워크샵을 매년 개최하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OCI는 이와 더불어 전자구매시스템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충 사항을 수렴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규에 의해 협력사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령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평가 및 현장 실사

OCI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인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전에 협력사들은 경영, 기술, 품질, 환경, 안전, 사회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 지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OCI는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조치 진행

OCI는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개선 

과제로 도출하고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에 관한 개선 과제일 경우 필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별 개선활동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CI는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협력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강화

OCI는 협력사의 산업 재해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19년부터 사업장 내의 모든 인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OCI 안전골든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여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야 내용

기술협력 협력사 인력개발 및 교류 지원
• 직무 및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한 모바일 교육  

플랫폼 제공·취업 박람회 지원

금융지원 임금격차 해소 운동 • 협력사 직원 출퇴근 교통 지원

경영지원

국내 판로 지원
• 구매상담회 참석

• 자체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거래 매출 발생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 상생 결제시스템 운용

복리후생 지원 • 창립 기념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국가적 재난 지원 COVID-19 극복 지원
• 협력사 방역용품 지원

• 지역사회 코로나 극복 기부금 지원

2020 동반성장 프로그램동반성장 추진 

OCI는 기술협력, 금융지원 및 경영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며, 

협력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방성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협력사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국내외 협력사 구매현황

861개

국내 89% / 해외 11%

2020 협력회사

7,524억 원  

국내 59% / 해외 41%

2020 구매금액

SCM 전략방향

VISIBILITY SPEED FLEXIBILITY

공급망 

가시성 강화

의사결정과 

실행력 속도 최대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공급망 통합 관리 프로세스 

STEP 1

협력사 가시성 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

•업무 실행 속도 향상

STEP 2

협력사 통합 관리

• 선정, 평가, 관리 등 운영 프로세스 통합 및 표준화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STEP 3

협력사 대응체계 강화

• 시장환경 변화 정보 제공

•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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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코로나 극복 희망드림 물품 전달식

OCI 미국법인 격려품 전달식

전략적 사회공헌 코로나19 지원 활동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역사회 가치창출
SOCIAL

OCI는 진정성, 공정성, 지속성, 직원 참여의 4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둔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의 테마를 바탕으로 전략적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OCI드림 ‘드림 앙상블‘ 

OCI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전문 클래식 연주단인 

드림 앙상블을 창단하였습니다. 드림 앙상블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OCI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OCI드림의 소속 연주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림 앙상블 단원들은 2019년 창단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해외 주재원 지원 활동

OC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주재원들을 위해 홍삼 선물세트와 CEO 레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귀국 제한이나 현지 생활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주재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일본 법인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희망드림 물품 전달

OCI 포항공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로 

구성된 희망드림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활동은 OCI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04 성금을 

조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상자를 제작하였으며, 인근 포항 지역의 주민 150 가구를 선정해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OCI 광양공장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통해 

김장김치 1,700kg(약 1천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나눔 활동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겨울나기를 위해 

태인동 독거노인, 소외계층 150여 세대 및 광양시 관내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18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 기부금 기탁식

OCI는 광양공장 임직원들이 후원한 ‘사랑의 1004 기금’을 통해 2020년 7월,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1,50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이번 기부 행사 참여는 OCI 광양공장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광양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비전 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노인용 보행 보조기 지원

2020년 10월, OCI 광양공장은 광양시 태인동에 총 약 700만 원 상당의 노인용 보행 보조기 47대를 기부하는 

기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부 행사는 태인동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9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OCI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OCI 군산공장의 천사봉사대는 2020년 11월, 공장 인근 결연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4,000장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OCI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진행된 것으로 후원된 연탄은 결연마을 내 

독거노인 소외된 가정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Section

Principle

Theme

Vision

Solar

태양광 발전 사업 역량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리 학습기회 제공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확대

Culture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OCI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수행

OCI Family

사업장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 해  소 외 계 층  경 제 적 /

비경제적 지원

Community

진정성 공정성 지속성 직원 참여

나누는 사회, 함께하는 OCI

드림 앙상블 결연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

노인용 보행 보조기 지원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기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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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32 – 33

지배구조

34 – 35

통합 리스크 관리

36

윤리경영

37

인권경영

투명, 윤리, 인권 경영으로 올바른 OCI

OCI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합 리스크 관리 추진체계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해갑니다. 투명, 윤리, 인권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며 OCI의 미래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2020

2020 윤리감사 

실시 현황 5

각 팀 연 2회 

주관부서 연 1 회 
모니터링

정기 업무감사 회

A지배구조
부문

(통합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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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GOVERNANCE

사외이사 선임 절차 

STEP 1 독립성 적격 심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STEP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STEP 2 사외이사 후보군 형성 / 전문성, 성별 다양성 등 고려

STEP 4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선임 의결

이사회 독립성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및 선임

이사회 구성

OCI 이사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3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5명의 

사외이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김상열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 만료로 2021년 3월 기준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견제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며,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이사는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출신국가,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여성 이사는 

2명입니다.

이사회 선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후보자들의 화학, 법률, 회계·재무 

등의 다양한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타사 겸직 현황 등을 고려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구성원은 특정 배경 및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산업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제고

OCI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업의 

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OCI는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산하위원회를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감사위원회는 5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직위 성명 성별 임기 주요 경력

사내 

이사

백우석 남
2021.03.24  ~ 

2024.03.23

(현)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현)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우현 남
2021.03.24  ~ 

2024.03.23

(현)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현)서울상공회의소 비상근 부회장

김택중 남
2019.03.26 ~ 

2022.03.25

(현)OCIM Sdn. Bhd. Director

(현)한국클로르알카리 공업협회 감사

(현)한국정밀화학산업 진흥회 이사

사외 

이사

유기풍 남
2020.03.25 ~ 

2023.03.24

(현)고려대학교 석좌교수

(현)한전공과대학교 교육이사

한부환 남
2021.03.24  ~ 

2024.03.23

(현)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

제43대 법무부 차관

장경환 남
2021.03.24  ~ 

2024.03.23

㈜대한항공 부사장/전략본부장 /CFO

KPMG Consulting Korea 대표이사

KPMG US audit Partner

안미정 여
2019.03.26 ~ 

2022.03.25

(현)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변리사

(현)메디포스트㈜ 사외 이사/감사위원회위원 

강진아 여
2019.03.26 ~ 

2022.03.25

(현)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현)현대모비스㈜ 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

 (2021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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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OCI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독립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 

개발, 조직 운영 및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성, 이사회 참석률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 시에는 주주가치제고 여부, 성실한 책무수행, 투명한 업무절차 등 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 사업장 안전보건, 협력회사 

동반성장, 사회공헌 추진실적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상 

이사회 보수 지급 한도액은 보상 투명성 강화 및 정당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주요 업무 및 직책에 따른 기본급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은 회의 참석률,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액은 65억 원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의 

총액은 약 4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OCI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와 주요 업무 감사 등을 수행하여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타 법인 출자 등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GOVERNANCE

이사회 개최 현황

2018

27건

27건

24건

24건

2019

18건

18건

2020

부의 안건

가결 안건

이사회 부의/안건 가결 현황 

2018

100%

97%

91%

100%

2019

98%

98%

2020

사내이사 참석률*

사외이사 참석률

이사회 참석률

*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2018

1,547

1,051

55

1,231

914

57

2019

1,267

965

60

2020

사외이사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단위: 백만 원)

대표이사

등기이사* (사외이사 제외)

위원회명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우현 유기풍*,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감사위원회 장경환*, 유기풍, 한부환, 안미정, 강진아

경영위원회 백우석*, 이우현, 김택중

보상위원회 백우석* 유기풍,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내부거래위원회 한부환*, 유기풍,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장*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2021년 3월 기준)

 (단위: 회)

2018

11 13
2020

12
2019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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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스크 관리
GOVERNANCE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OCI는 자사 정보보안 관리 정책에 의거하여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외부 3자 

기관으로부터 정보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하는 등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의 정보보호 준수를 위해 연 1회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입사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교육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OCI는 앞으로도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사항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

OCI는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세무팀을 신설하여 납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월간업무 및 연간업무를 구분하여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 리스크 관리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OCI는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을 적시에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매매 체결일로부터 영업 2일 이내에 당해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 

경영관리부문 사업/영업부문 생산/연구부문

보고

점검 승인

심의·승인

최고경영자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필요 방침 제공

• 리스크 파악 결과 도출

• 대응방안 승인 및 실행 보장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사항 요구

• 점검 및 개선요구, 결과보고

•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및 리스크 평가

• 리스크 평가 작성자/검토자 

지정 및 평가결과 승인

• 관련 조치 및 이행사항 정보 보고

사업장장(사업장)

최고경영자(전사)

리스크 점검

주관 부서장
실무자

통합 리스크 관리 추진 체계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OCI는 기업 경영활동 시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사 경영 차원에서 경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세부방침을 정립하고 각 조직별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였으며, 본 규정에 

따라 경영기획팀의 주관 하에 매년 연초 모든 부서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각 팀이 연 2회, 

주관부서가 연 1회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세부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주관부서가 경영진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을 지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발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STEP 1

리스크 인식 리스크 분석 및  

주요 리스크 도출

리스크 별  

관리 방안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STEP 2 STEP 3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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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스크 관리
GOVERNANCE

핵심 리스크 관리 강화

OCI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파악할 뿐 아니라 핵심 리스크를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영향을 도출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리스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정보보안 관련 

리스크를 잠재 리스크로 식별하여 그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리스크 명 리스크 선정 배경 리스크 영향 리스크 대응 방안

재무

리스크

외환 리스크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이 66.0%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 가능성 상존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 발생

• 수출채산성과 가격경쟁력 악화

이익 변동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및 

통화선도계약 체결 실시

신용 리스크

2020년 말 기준 신용평가 등급은 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으로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하여 추가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발생

• 신용평가등급 하향

•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인한 기업대출 위축

재무상태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계약의무 불이행,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 예방

유동성 리스크
2020년 말 기준 유동성 차입금 약 4,162억 원 및 유동비율 약 237%로, 

건전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자금조달 차질

• 보유자산의 긴급 저가매각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

단기, 중장기 자금 관리 계획 수립 및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 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검토

이자율 리스크
2020년 말 기준 변동이자율로 조달된 차입금은 약 4,430억 원으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

• 이자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높은 금리 지불

• 유동성부족 초래, 투자 및 수익 감소

고정·변동 이자율 차입금의 균형, 이자율 스왑 계약 

(Swap Contract) 등을 통한 이자율 리스크 관리

가격 변동 리스크 원재료의 시장가격 변동은 매출 및 수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

• 원료 수급 불안정

제품가격 동향파악 및 대응, 원재료 가격 변동 관리 및 

구매량 조절 등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자본조달 리스크
2020년 말 순차입금을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한 자본조달비율은 

51.0%로 자본비용 절감 및 최적 자본구조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유동성 부족 위험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한 최적 

자본구조 관리

비재무

리스크

준법 리스크 법규에 따른 기업 평판도 하락 및 영업활동,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발생
• 규제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 및 배상책임 발생

• 법적 분쟁 비용 발생

법규 및 준법 통제 기준 준수에 따른 리스크 사전 차단,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적 분쟁 관리

환경안전 리스크
사업장 내 환경안전 사고 발생시 작업자 및 지역사회 환경안전 보건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발생 및 기업 평판 하락

• 지역사회 마찰 등 영업에 심각한 영향 초래

사업장 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확립 및 정기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탄소배출권 관리의 중요성 강화

• 탄소 배출 저감 실패 시 배출권 구매 비용 발생

• 과징금 부과 가능성 존재

각 사업장 별 감축 목표 할당, 배출 현황 모니터링 및 

감축활동 독려

정보보안 리스크* 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 강화 요구 증대
• 핵심 정보 유출에 따른 영업권 및 지적 재산권 손해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정보보안 정책  준수, 문서 암호화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한 무단 유출 예방

대외거래 리스크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자회사 매각 등으로 파생되는 

수익성 변화 발생
•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재무 위험성 발생

해외사업 프로젝트 발굴, M&A 관련 법률 자문 및 전략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외거래 리스크 최소화

공급망 리스크
자본흐름 및 환율 등 경제 내부에 상존하는 요인들로 인한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 원자재 수요 상승에 따른 가격 불안정

• 고객수요의 변동성 증폭에 수요예측 불가
중·장기적 공급망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인재 리스크
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별 

전문가 필요성 증대
• 인재 부족에 따른 R&D 약화 및 제품 품질 악화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확대

* 잠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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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 체계

윤리경영 체계 구축

OCI는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기업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수립하고 올바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OCI는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확립을 통해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공정한 업무 수행, 

회사 재산과 정보보호, 건전한 직장과 사회생활,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사 제도

본사, 사업장 및 계열사의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해 윤리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도는 2년 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와 특정 업무 관련 비정기적 기획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확인감사 등으로 구분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부정사항은 성과평가에 반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OCI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부정과 오류를 즉각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 감사 실시하고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고채널 운영

OCI는 윤리경영의 투명한 실천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X, 사이버 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인사상 불이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감사실은 신고채널을 통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제안제도

OCI는 임직원들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특별감사 항목 및 부정·부당·위법 또는 사규 위반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제안 제도가 반영된 감사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개선방안 

또는 부정·부당 및 법령이나 사규(‘임직원윤리행동준칙’ 및 ‘내부회계관리규정’등 포함)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제안할 경우 감사실에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의 경우 신원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며, 실명제보 

시에도 제안자가 신분비밀을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히 신분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

전사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OCI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입사 시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윤리 사항 준수를 다짐하는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점검 의식향상 전파

2018

5회

5회

1회

4회

3회

0회

2019

5회

4회

5회

2020

정기업무감사

기획감사

특별감사

윤리감사 실시 현황

2018

2,311명

47명

2,183명

75명

2019

1,692명

1,638명

2020*

Diversity & Gender Equality 교육

Business Ethics 교육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행

실무담당자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내부회계 관리자 대표이사 준법지원인

리스크 인지

보고
평가 및 

승인

보고

보고

내부통제시스템 프로세스

2018

1건 0건

2019

3건

2020

신문고 신고

신문고 신고 현황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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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조항(Article)

인권존중 원칙(Principle)

OCI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UN Global Compact,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 및 규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사업 영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OCI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장 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이를 

적용합니다.

OCI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되는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합니다.

OCI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OCI는 임직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행합니다.

OCI는 인권정책이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기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의 이해 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정치성향, 

민족/국가, 장애 여부, 결혼/임신 여부 등 사회적 

신분 상의 이유로 채용-교육-평가-보상-승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복지제도 및 사내기금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확대에 기여한다.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언, 폭력, 협박, 감금 등을 

통해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 또는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의사소통 기회 제공을 위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위험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서 배제한다.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부쳐 

철저히 보호하며,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는다. 

제 1조(인간존중)

제 5조(근로시간 준수)

제 2조(차별금지)

제 6조(임금 및 복리 후생 제공)

제 3조(강제노동 금지)

제 7조(결사의 자유)

제 4조(아동노동 금지)

제 8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OCI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

인권경영
GOVERNANCE

인권경영 지침

OCI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권 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문화

OCI는 인권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 및 여성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조직문화 활동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장 내 

고충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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