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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그린에너지·화학산업의 글로벌 리더

OCI는 ‘그린에너지·화학산업의 글로벌 리더(Global Leading Green Energy & Chemical Company)’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경영 활동 전반에

‘기회(Chance)’, ‘도전(Challenge)’, ‘변화(Change)’의 핵심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핵심 사업화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객중심 경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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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AY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혁신, 최고의 기술 역량, 자원최적화를 추구

혁신 Innovation

창의적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시도하고 제안하며, 핵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능력

생산기술역량 Operational Excellence

생산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능력

핵심기술 Core Technolog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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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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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개방된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

환경, 안전,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활동으로 인류와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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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Chance

미래는 기회를 잘 파악하고 포착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는 시장이나 고객, 기업환경
등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미래의 기회를 인지하고 포착하기 위해 항상 준비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개방적 기업문화 Openness in Corporate Culture

Sustainable Growth

화학 제품을 생산

도전정신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

대내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최고의 서비스, 기술, 제품을 창출하는 능력

지속가능한 발전

끊임없는 혁신으로 직원,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OUR VALUES

자원최적화 Resource Optimization

Our Strategy

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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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경쟁력 있는 기존의 기술력과 신규 기술을 핵심
사업화하여 성장사업으로 육성

Talent Development

모든 직원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육성

미래는 실패의 두려움에 맞서 도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변화 Change

변화를 통한 혁신은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인재육성

Focus on Core Business

도전 Challenge

고객중심

Customer-Focused

고객에 대한 명확한 이해, 고객의 입장에서 비롯된
생각,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 만족과 감동 실현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사회의
신뢰받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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