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YOND 
TRANSFORMATION

2022 FOCUS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도 OCI는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022년,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으로의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OCI는 그 간의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새롭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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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INNOVATION
OCI는 끊임없이 기존 화학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며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OCI에 내재된 혁신 역량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FOCUS 1

폴리실리콘 경쟁력 강화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에 위치한 자회사 OCIMSB는 4년 

만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30,000MT으로 확대하며, 

원가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OCIMSB는 2021년 세계 1위의 태양광용 웨이퍼 및 모듈 생산업체인 

중국 LONGi Solar와 9,300억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고효율 모노웨이퍼용 폴리실리콘 공급능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OCI는 향후 글로벌 태양광 시장 성장에 따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군산공장의 유휴 설비를 활용한 debottlenecking을 

통해 OCIMSB의 생산능력을 2022년 하반기까지 35,000MT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OCI는 고순도 정밀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OCI는 2028년 

까지의 예상 수요를 고려해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과 

전년 대비 공급 계약 규모를 두 배 늘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주축으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OCIMSB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35,000MT

HIGHLIGHTED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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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사업 구축바이오 신사업 속도

OCI는 2018년 바이오 사업 진출 이후,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OCI는 한국의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Panolos Biosciene, 이하 파노로스)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했습니다. 2019년 설립된 파노로스는 단일 

표적 단백질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다중 특이성 약물 생성 플랫폼인 

αARTTM를 개발했으며, 태반성장인자(Placental growth factor, PIGF) 등 모든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표적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 ‘PB101’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OCI는 약 1,460억 원을 투자해 부광약품 주식의 약 11%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OCI와 부광약품은 2018년부터 합작사 비앤오바이오를 통해 공동 

경영관리와 투자 협력 경험을 쌓아왔으며, 향후 양사 간 시너지를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지속성장 모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OCI는 바이오 벤처 투자 외에도 진공단열재 에너백(ENERVAC)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용 

콜드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흄드 실리카를 원료로 하는 에너백은 일반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8배 이상 뛰어나 더 얇고 가벼운 TCP(Temperature Controlled Packag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향후 글로벌 태양광 시장 성장에 따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군산공장의 유휴 설비를 활용한 

debottlenecking을 통해 OCIMSB의 생산능력을 2022년 

하반기까지 35,000MT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티오씨엘(City Ociel)은 OCI의 과거 인천 공장 부지인 인천 용현·학익지구를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약 1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유휴자산을 사업화함으로써 OCI의 재무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투자 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시티오씨엘의 9개 단지 중 3개 단지(총 3,780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추가 6개 단지의 분양이 이뤄진 이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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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파트너십 기반의 새로운 성과

2021년, 포스코케미칼과의 합작사 피앤오케미칼(P&O Chemical)은 

양사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소재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1월 광양에 50,000MT 규모의 고순도 

과산화수소 공장을 착공했으며, 8월에는 고연화점 피치 분야 진출과 

15,000MT 규모의 고연화점 피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순도 과산화수소 및 고연화점 피치 사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반도체 및 의료 사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고순도 과산화수소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고연화점 피치의 수요 역시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OCI는 2022년 하반기부터 고순도 과산화수소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고연화점 피치를 상용화하는 등 고품질의 

제품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FOCUS 2

BEYOND
COLLABORATION

2024년 말레이시아 ECH 생산 목표

100,000MT

HIGHLIGHTED FACT

OCI는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단순한 협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에 역점을 두고, 

화학소재 및 에너지 분야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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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태양광 발전의 가용성(availability) 및 공급 안정성(reliability) 

측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는 환경친화적인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핵심 사업으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OCI는 현대차그룹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와 태양광 발전을 연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자회사 OCI 파워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반 컨테이너형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변환장치(PCS)를 연계하고 자회사 OCI 스페셜티 공주공장에 위치한 

72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여 실증사업을 개시했습니다.

2021년 9월, 자회사 OCI Solar Power는 현대차그룹, 샌 안토니오 소재의 전력 회사 CPS  

Energy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반 ESS 실증사업을 미국 

텍사스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OCI Solar Power는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전력변환장치를 조달 및 시공하고,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재사용 ESS를 제공하며, CPS 

Energy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를 제공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사는 2022년 

9월 시운전을 목표로 프로젝트의 운영 데이터를 공유하며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

2021년 12월, OCI는 금호피앤비화학과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이하 ECH) 

생산을 위해 50:50 지분으로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ECH는 전기차 및 풍력발전용 에폭시의 경량화 소재로 주로 사용되며,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전 세계 ECH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 

공장이 위치한 말레이시아 사마라주 산업단지 내에 100,000MT 규모의 ECH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번 신사업을 위해 ECH의 주요 원료인 클로르알칼리(Chlor alkali) 10만 톤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OCI는 이번 ECH 신규 사업을 통해 주요 원료부터 공정까지 친환경적 생산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ECH를 생산하게 될 말레이시아 

공장은 현재 친환경 전력인 수력발전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ECH의 주요 원료인 

클로르알칼리는 천연소금으로 생산됩니다. 또한 공정수를 100% 재활용하는 친환경 

무폐수 공정을 채택하는 등 OCI는 향후 그린 케미칼 분야를 강화하며 ESG 경영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OCI는 현대차그룹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와 태양광 발전을 연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OCI 스페셜티 공주공장 ESS Cube 설치

 OCI-금호P&B 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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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SUSTAINABILITY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OCI는 이에 대응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ESG 중심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ESG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FOCUS 3

ESG 경영 선도 

OCI는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기술 

혁신과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목하고 

2008년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 이후, OCI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고성능 소재 사업 분야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며 ESG 경영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2021년 7월, OCI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OCI의 ESG위원회는 

위원장인 CEO와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사업 운영 전반에 ESG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ESG 관련 

현안을 심의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관련 사항 ▲지배구조 

규범, 환경안전 강령, 조세 투명성 강령 등 ESG 관련 규정 제·개정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중장기 전략 수립 등 ESG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더욱 엄격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2017~2021)

HIGHLIGHTED FACT

5 A년 연속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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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대표 기업으로 도약

2021년, OCI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ESG 경영 역량을 입증 

했습니다. 2021년 12월, OCI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 화학부문에 13년 연속 편입되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이 실시한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외에도 OCI는 국내 정부기관에서 주관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대외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김택중 사장은 제 13회 화학산업의 날 시상식에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 및 고성능 단열재 개발 등 탄소저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화학산업의 날 최고 훈격인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OCI는 

지난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선도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목하고 2008년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 이후, OCI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2021 DJSI Korea 지수 13년 연속 편입

제 13회 화학산업의 날, 김택중 사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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