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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 마련

Report. 2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Report.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Report. 4 글로벌 리더 육성

Report. 5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OCI 2014 HIGHLIGHTS

미국 내 합작투자회사(JV)
SunAction Trackers LLC 설립

Mission Solar Energy LLC
모듈 / 셀 생산 시작

녹색전문기업 인증과
녹색기술 인증 동시 획득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사업장 선포

미국 내 자회사인 OCI Energy LLC와 국내 기업이 합작하여 총 4백만

미국 내 자회사인 Mission Solar Energy LLC는 Alamo 프로젝트에 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8개 기관이

2014년 7월에 포항, 인천, 익산 사업장에서 진행된 금연사업장 선포

달러를 출자하여 SunAction Trackers LLC를 설립하였습니다. SunAc-

용되는 고효율 모듈과 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Mission

공동 시행하는 녹색인증제에서 국내 최초로 녹색전문기업 인증과 녹

식에서 시작하여 2015년 1월부터 전 사업장을 금연사업장으로 지정

tion Trackers LLC는 미국 CPS Energy에 태양광 에너지를 송전 및 판

Solar Energy의 100MW 규모 셀 / 모듈 라인이 상업생산을 시작하였

색기술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습니다. 녹색전문기업 인증은 녹색기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면담을 실시하고, 지

매하는 Alamo 프로젝트에 Tracking System을 공급합니다.

고, 100MW규모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건설중입니다.

술 인증 제품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방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참여 등 직원의 금연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

인증으로 OCI는 제품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400MW 태양광발전
Alamo 프로젝트 추진

전략적 파트너와
중국 카본 비즈니스 가속화

201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Asia Pacific 지수 5년 연속 편입

네팔 안나푸르나 산간마을 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기증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인 Alamo 1, Alamo 2, Alamo 3, Alamo 4를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기존 설비인 SD OCI의 생

미국 Dow Jones와 스위스 투자평가사 Robeco SAM이 선정하는

OCI는 안나푸르나 지역의 라트마타 마을, 가라 마을 학교 지붕에 총

준공하고 Alamo 5, Alamo 6, Alamo 7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7만 가구

산 설비를 38만 톤으로 증설하였습니다. 연간 35만 톤을 생산할 수 있

‘201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3.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OCI임직원 봉사대

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총 400MW의 발전능력을 가지고 있는 Alamo 프

는 콜타르 정제공장 신설과 연간 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카본블랙 프

에서 Asia Pacific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OCI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

가 참여한 태양광 발전원리 체험학습, 미술 클래스 등의 수업을 함께 진

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혁신적인 사례이자 경제성장과 환

로젝트가 완공되면 3개의 중국 사업장에서 연간 4억 달러의 매출이 발

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행하여 뜻 깊은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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