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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 피해와 안전 의식 부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과 시설을 보유한 화학기업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경과 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근무하는 임직원, 사업장 주변 환경 및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환경 보전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회사는 체계적인 환경 영향 저감
과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영속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 요인
경영 일반적 위기와 기회 요인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안전 사고는 안전 관리 방침 및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부실한 예방활
동에서 기인하였습니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대규모의 고
도화된 시설을 보유한 OCI는 친환경 경영 목표와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경·안전 사고로 인한 실패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
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적 위기와 기회 요인
환경·안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와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는 관련 리스크 관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나, 환경·안전 분야의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회 요인
이 될 수도 있습니다. OCI는 철저한 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사고 시 발생하는 물적, 인적 자원의 손해와 기업

광양 사업장 원료저장 탱크

명성 및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직·간
접적으로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주기적인 소통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목표
핵심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 이슈(Core Issues)

핵심 측면 구성 Navigator

OCI는 화학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프로그램 및 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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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조성

Core Issue. 11

환경 영향 저감 활동

Core Issue. 16

고객 안전을 고려한 제품 개발

Core Issue. 22

재생 가능한 자원 사용

Core Issue. 23

원재료의 효율적 사용

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화학제품의 생산, 보관, 출하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발굴하고, 매년 사업장별 환경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법
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건이 각각 1건씩 발생하였으나, OCI는 이를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된 환경경영 활동
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주요 지표









Core Issue. 6







내부 이해관계자 관심도

핵심 측면(Core Aspect)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환경투자/지출 총액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건강검진 지원현황

비상조치훈련

6,308 백만 원

318,374 톤

2,529 명

581 회

Report. 5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29

30

Introduction

2014 OCI Sustainability Report

친환경 사업장 운영

Report. 1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 마련

Report. 2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Report.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Report. 4 글로벌 리더 육성

31

Report. 5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환경안전보건회의
사업장장 주관으로 매월 환경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 교대팀장, 부서장이 필수 참석하고

환경 관련 투자 금액

필요시 협력업체 소장 등 환경안전과 관련된 관계자가 추가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 환경안전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폐기물발생량 저감활동, 환경안전보건 현안 등을 논의하며, 2014년에는 '화학물질평가 및 등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록에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이 환경관련 법규 개정 내용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매

OCI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인 ISO14001인증을 획득하고, 정기적인 사후심사

월 사업장 직원들이 함께 모여 환경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회의라

(Continuous assessment) 및 재인증심사(Re-assessment)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업장

2012

2013

2014

군산

9,809

7,017

4,803

포항

1,544

761

1,243

광양

1,039

175

96

익산

76

90

156

익산VIP

516

-

10

12,984

8,043

6,308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전사 차원의 SH&E조
직 체계를 구축하여 표준 매뉴얼 및 업무절차 제/개정 관리, 법규 제/개정 사항 검토, 내부 감사, 안전문화 정착 프

환경투자 및 지출

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 개선 및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투자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의 경우 폐수처리장 설비 개선, Cooling Tower Line 변경을 위하여 48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하였고, 포항 사업장은 Off-site 냄새포집 배관 구축, 탈황설비 보완을 위해 12억 4천만 원 가

친환경경영 목표 수립

량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양 사업장은 열병합보일러에 고도화된 배출물질 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폐수처
리장 설비 개선에 투자하였고, 익산 사업장은 유해물질 누출 방지 설비를 보강하기 위한 시설개선 등에 투자하
였습니다.

친환경경영 목표수립

SH&E

원료사용량 관리

Chemical 사업기획

OCI는 공정 내 원료 사용의 절감을 위해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

포항

광양

익산

익산VIP

전주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생산혁신, 공정 내 부산물 사용, 원부원료 사용량 절감 등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대응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리 // 폐기물
폐기물 관리
관리

친환경
친환경 공정
공정 운영
운영

안전보건
안전보건 경영
경영

사업장
GLOBAL STANDARD
•친환경 인증 획득
(ISO 14001 등)

CLIMATE CHANGE

WASTE REDUCTION

•2020 GHG(Green House Gas)
Master Plan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

•폐기물 저감 및 재자원화
를 위한 활동 전개

POLLUTION PREVENTION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
물질 최소화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 활동 추진

주요활동

군산

TDA tar 가열로 잔류중인 m-TDA를 회수하여 260톤 원료 사용량 절감

포항

PA 공정 촉매 교체 및 수율 향상 등을 통해 720톤 가량의 나프탈렌 사용량 절감

수율 향상을 통한 원료 사용량 절감
군산 사업장은 TDI생산 공정의 원료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장

군산

포항

광양

목표
1. 전년대비 폐수/RE폐기물 원단위 5%저감
2. 녹색기업 지정 유지 중

실적
1-1. 폐기물 발생량 저감활동(3%↓)
1-2. RE폐기물 발생 원단위 감소(33%↓) - 원단위 : 0.65

있습니다. 반응기 내 유체의 흐름 등을 조정하여 최대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설계 및 설치하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전환율이 0.4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지속적인 수율 관리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원
료 사용량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 녹색기업 지정 유지(2012.11.08~2015.11.07)

1. 이해관계자 민원 0건 이하 유지

1. 이해관계자 민원 미발생

2. 토양&지하수 정화 완료

2. 토양&지하수 정화 완료 보고

3. 원부원료 절감

3. 원부원료 1.5% 절감

1. 중점관리 폐기물 42톤 저감

1. 중점관리 폐기물 52톤 감량(목표대비 124%)

있습니다. OCI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용수 사용의 효과적인 관리와 절감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수

2. 악취발생원 시설투자

2-1. BTX Plant OFF GAS연료화

사용량 절감, 용수 재자원화, 절감시설 활용 등의 3대 전략을 구축하여 각 사업장별로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

3.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수행

2-2. Tar Plant process fume 회수 설비

4. 폐수처리장 방류수 감량(재활용)

2-3. CB공정 VOC회수라인 클리닝

이고 있습니다.

용수사용량 관리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자원 사용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강구되고

3.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99% 완료
4. 방류수 4,170톤 감량

익산

1. 사업장 일반 폐기물 원단위 전년대비 13% 저감

1. 알루미나 교체 주기 연장으로 사업장 폐기물 13.7% 저감

2. 폐수 오염부하 원단위 3개년 평균 대비 5% 저감 2. 미달성: 57.2% 초과(폐수오염도 증가)

온수 판매
수자원 사용 최소화 및 재사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DI생산에서 발생하는 Condensate를 회수하여 열병합
발전소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 냉각용으로 사용 후 버려지던 온수의 품질을 향상시켜 외부에 판매하
고 있습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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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효과적인 폐수 관리를 위해 기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폐수는 1차적으로

화학물질관리 안전성 강화

각 사업장별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직접 방류 및 하수종말처리장 이송 후 방류하고

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인력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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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해성 분석을 제도화하여 신규사용 물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사업장
군산

주요활동

Safety Data Sheet)를 통해 원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설비 개선 및 냉각 타워의 배관 수정 등으로 일 40톤 가량의 폐수발생량 저감

화학물질 규제 대응
포항, 광양

폐수처리장 방류수 자체 재활용을 통한 폐수배출량 감소

OCI는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에서 제한하는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을 사용하지 않
습니다. 화학물질의 글로벌 기준인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및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에도 적극 대

익산

UPW(Ultra Pure Water)생산에 발생하는 집중 발생량 저감으로 DMW 생산량이 줄어 이로 인해 연 523톤의 폐수를 저감

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부터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비하여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나 타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폐수 자체처리 프로세스

화학물질 유출 예방 활동

군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1차적으로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적

OCI의 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고 및 배출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 및 예

으로 처리된 후 방류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에서의 유기폐수는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공정으로 처리하여 무기

방활동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환경안전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독

폐수와 혼합하며, 혼합된 무기폐수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발생 원단위를 줄이기 위한

물 취급시설 및 수문 동작상태, 우수 배수로의 오염상태 등을 엄격히 점검하여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

절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폐수방류 기준은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

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은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56% 수준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종합폐수처리장 운영
광양 사업장은 종합폐수처리장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COD, TN, CN

군산

예방활동
- 우수배수로 관리 강화를 위한 각 팀 1회/일 자체순찰점검
- 부서 내 사고, 공장 내 사고, 공장 외 사고 확산 등으로 사고유형을 세분화하여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실시

등의 물질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96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를 최소화하고자 폐수처리장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약품희석수와 거품제거수에 방류수를 활용하여 2013
년도 대비 10%가량의 최종 방류수가 감소되었습니다.

- 유독물 및 위험물탱크 누출 비상조치훈련

포항

- 유독물 출하시설 유출방지턱 및 Sump 설치
- 제조시설 내 Sike 보수 등

익산

- 유해물질 유출 시에 대비한 비상상태 작업지시서 및 비상조치 시나리오 작성

폐기물 관리
OCI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각 사업장의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허가 받은 전문업체를 통
해 위탁처리하는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 기준치도 법적 기준
치보다 엄격한 사내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인 TMS(Tele Monitoring System)를 활

폐기물 저감 활동

용하여 측정자료를 한국환경공단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OCI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ng Chemicals)을 직접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알칼리 폐수를 공정 내에서 재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배출저감

- 중점 관리 폐기물을 지정하여 폐기물 저감 활동 전개
- 촉매교체주기 연장으로 폐기물 저감

토양오염 관리
OCI는 사업장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과 폐수 등으로 인해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

재자원화

- 재활용 정책을 통한 원가절감 및 경제적 편익 증대

하게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별 특정 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에는 포항 사업장과 광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토양오염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OCI는 생산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사업장 토양오염복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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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구현

친환경물류시스템 구축
OCI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의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 운송 시에는 차량 운전자 교육 및 주기적인 운송 차량 점검을 통해 환경오

Mission

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의 GPS를 활용하여 사고발생 시 환경에 영향을 적게

운송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는 안전경로를 확보합니다. 운송 사고 발생에 대한 비상 대응훈련 실시, 안전관리 지침서 제정 등 더욱 체계적

운송배출 저감활동

OCI는 기업 경영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 친환경물류시스템 구현을 위해 다차원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요활동
- 운송차량 GPS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사고발생 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경로 확보

안전문화개선(SCI) 프로젝트

다양한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

운송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지침서 제정

전 사업장

임직원 안전 보건 관리

운송차량 사고 대비 비상조치 훈련 실시

시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 문화 확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개선(Safety Culture Improvement)
의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고 안전ㆍ환경ㆍ보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전등급시스
템 (ISRS, 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의식 고취
안전보건지침 표준화

운송차량 일상 점검 강화 및 운전자 교육 실시

광양

- 해상 출하용 Fume Scrubber 운용, 개선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Benzene출하장 Flowmeter 설치로 Tanklorry 해치Closer작업 가능

사업장별 사업 특성과 지역사회의 환경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 표준 인증을 받았

- Toluene 해상출하라인 신설

습니다. 인증 범위를 점차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의 명성에 걸맞은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해상출하라인을 신설함으로써 Tanklorry 차량을 이용하여 2,000톤 가량의 물류를 감축

운송배출 저감활동
익산 VIP

- 컨테이너 상자 최적화

글로벌 수준의 SH&E
시스템 구축 및 9개 목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등

톨루엔 해상 출하라인 신설로
차량 운송 횟수 최소화 및 해상 출하시설 개선

2013년 현업 근무자 대상

인증 기준
OHSAS 18001

인증 내용

인증 사업장

무기 화학, 석유 화학 등의 제품 생산에 따른

군산 사업장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인증

광양 사업장

2014년 안전보건경영 정착

군산 사업장

법규준수, 협력사, 운송안전관리까지 범위 확대

SH&E 목표관리를 11개 항목으로 확대

친환경 녹색기술 인증

KOSHA 18001

한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항 사업장
익산 사업장

폴리실리콘 및 단열재에 대한 녹색기술 인증 재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식경
제부 등 정부부처 8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녹색인증제에서 국내 최초로 녹색전문기업 인증과 녹색기술 인증
을 동시에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색전문기업 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제품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30%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이상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사업장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주요 시설 투자 시 안전 관련사항을 심의하며, 안
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정교육 실시
환경법정교육 이수를 통하여 신규 법규 관련 교육 및 최신 기술 동향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환경 오염 예방에 동
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법규 및 절감 사례 교육, 유독물 관리자 양성 교육, 대기환경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인식 강화

교육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오염물질 관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환경안전 내부심사와 시정조치 이행률을 점검하여 사고예방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및 협
력회사에 제공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대상

교육 활동

OCI는 지속적인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다차원적
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지역 환경에 알맞은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

내용 및 성과
1. 사업장별,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 선정 후 교육 실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으로도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전사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 사업장 공통

꽃길 가꾸기

1. 집체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및 실습

2. 부서 자체 안전보건교육

3. 타사업장 및 타사 사고 사례 학습

3.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4. 지침서, 절차서 등에 대한 반복 교육

4. 특별 안전보건교육

5. 비상 사태 발생 시 대응 방법 숙지

5. 공정 안전교육 등

6. 물질 안전보건자료
7. 작업환경과 건강관리 등

광양 사업장에서는 인근 18개의 타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하천 꽃길가꾸기, 쓰레기 수거물품 지원 활동 등
을 통해 생태환경복원 및 하천 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포항 및 광양 사업장에서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과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환경 인식
증대 및 인근 지역 주민과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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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관리 시스템

안전보건 외부 교육
OCI는 공정안전관리 부문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보건관리 부문에서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교육원 등의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사례
예방과 위험예지훈련, 산업재해대응 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 6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 사업
장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인당 8시간의 안전, 보건, 환경법규 및 공정별 특징과 위험성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관리 프로그램
- 협력업체 교육 수료자 확인 System 운용

각 사업장별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기관과

- 공사업체 착공 전 안전회의 프로그램 실시

의 합동 훈련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작업지도서 준비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비상조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

- 작업 직전 담당자 현장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쓰고 있습니다.

전사 비상대책본부 구성

[단위 : 회]

군산

비상상황 발생 시 본사 및 사업장간 연계협력을 통해 전사적으로 완벽한 상황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

포항

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상대책본부를 신설, 군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니다.

협력업체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이슈 사항에 대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
고 있으며,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시 사내 SH&E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훈련 현황
사업장

타 사업장에서도 비상상황에서의 개인별 역할 숙지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

협력업체 안전교육

비상조치훈련 매뉴얼 공유

광양

연계기관
군산소방서
및 자체
남부소방서
및 자체
광양소방서
및 자체

2012

2013

2014

110

313

325

21

114

122

80

83

84

익산

자체

17

49

50

전주

자체

18

18

42

화학사업장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주기적으로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

협력업체 안전협력체계 구축

다. 비상사태 시 임무 숙지와 행동 숙달을 통해 신속히 상황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와 주변 이해관계자의 생명

협력업체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무재해로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협력업체 협의회 자리를

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비상훈련 매뉴얼을 공유하고, 사업

마련하여 안전한 사업장 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이 사업장의 책임이라

장 안전시스템을 홍보함으로써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는 사명감으로 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훈련 실시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

전 사업장의 직원(협력업체 포함)을 대상으로 각자 임무를 상기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OCI는 협력업체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업체와의 공생

화재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반기 1회씩 실행하는 훈련으로 사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고발생 신고 및 인명구조, 초기진화, 소화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비상조치훈련 현황
훈련 내용

사업장

위험성 관리 강화

본사-군산

OCI는 안전한 사업장 환경 구축이 기업 성과 창출의 기본이라는 인식 아래 유해·위험요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Work Permission)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
소를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고, 안전보건지침 표준화 확대를 통해 안전경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광양

- 합동 비상 안전상황 도상훈련 실시
- TCS누출 모의 시나리오 구성
- 비상사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 수준 제고
- 화재진화 및 사고 사례발표, 사랑의 안전편지 쓰기

포항

- 포항 남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익산

- 고압가스 누출에 따른 화재 발생 비상 조치 훈련

안전작업허가 절차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향상

익산 사업장 비상조치훈련 실시

일상작업을 제외한 전 작업에 작업허가서 발행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 작업허가서 세분화(2종 →5종)

- 작업별 위험성평가 실시

공정안전관리(PSM)의 주요 대상 부서인 생산부서와 공무부서의 담당자로 TFT를 구성하여 PSM 관련 교육을

- 작업지도서 작성 및 게시

- 안전 작업 관련 교육 실시

실시하고 우수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은 세부 행동 계획 수립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소
를 발굴하고 TFT 이행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제제를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전 작업절차 및 잠재 위험요인 도출

강화하고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 사업장은 최우수 등급인 P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사

-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업장의 모든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을 우선시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것

- 작업개요도 검토

- 작업 위험분석 및 안전대책 수립

작업절차 / 작업 시 착용할 개인보호구 / 안전위해요소 기재
- 단계별 작업 나열

작업지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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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5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 주요 안전 작업 사항 첨부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캠페인 및 안전경진대회

- 작업 사진 첨부

사업장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캠페인 및 안전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나 교육만 실시하는 수동적인 안전행사에서 벗어나, 직원 가족들이 안전포스터나 표어를 작성함으로써 안
전캠페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아차사고나 화재진압 훈련 시에 직원의 안전의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에게는 생생한 현장노하우를 전달하며, 선배사원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직원
및 부서에게는 안전상금 및 상장을 수여하여 직원 간의 팀워크를 높이는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광양 사업장 소방안전경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