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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수영

백우석

이우현

•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現)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 (現)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 (現) OCI㈜ 대표이사 회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現) OCI(주) 대표이사 부회장
비상임 위원

• (주)이테크건설 대표이사

• (現) OCI(주) 대표이사 사장

• Capital Z Partners(Seoul),
Managing Director

김용환

이상승

반장식

• 뉴욕주 변호사, 검사(서울, 대구 등)

• 서강대 경제학 부교수

• (現) 대한항공 사외이사/감사위원

• (現) 김용환/박종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KT&G 복지재단 이사, 경영위원회 위원

• (現) 서울대 경제학 교수
• 다트머스대 경제학 조교수

• (現)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 원장/교수
• 기획예산처 차관

지배구조 원칙

이사회 독립성 강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하는

OCI는 대한민국 상법과 정관 등을 기초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주의
회사의 중요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하에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안을
이사회에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모든 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시차임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OCI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3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 기준 여성 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 독립성 적격 심사
• 전문적 역량 및 성별
다양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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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풍

• (現)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화공생명학과 교수

• (現)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 제14대 서강대학교 총장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철저하게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종 산업 내 기타 기업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3개 이상의 회사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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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후보군 형성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후보 추천

• 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여에 의한 과반수
찬성

주주총회
선임 의결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감사위원회 4인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위원장은 과거의 산업 경험 및 경력을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주요 업무로 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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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이사회 전문성 확보

이사회 산하 위원회 현황

경제, 법, 화학공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배경, 산업 경험 등을 고려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모든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의 추천 및 선임을 통해 이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담 조직이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사외이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경영 사안에 관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경영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6

16

2014

2015

이사회 산하 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위원회명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성과는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 절차에 의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조직 운영 및 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성과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사업 과제 달성 수준, 기타 경영 상의 기여로 구성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 온실가스 감축, 협력회사 동반성장 지원, 사회공헌 추진 실적

등의 비재무적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자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총액의 한도는 이사회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보수 한도는 80억 원이며, 지급된 보수 총액은 22억 4,219만 원입니다. 이 중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위원의 개별 보수 금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대외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요 업무 및 직책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지배구조 평가 2등급 달성
OCI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실시하는 지배구조 평가 등급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이사회
구조 2등급, 경영진 보상 2등급, 주주권익 2등급, 감사 및 위험관리 1등급) ISS는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과 지배구조 요건에 대한 계량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구조 등급을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습니다.

2

2

2

1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종합등급

이사회 구조

경영진 보상

주주권익

감사 및 위험관리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사내이사

사외이사

(단위: 백만 원)

일시

주요 안건

2016년 평균 참석률

• 2016.03.09
• 2016.03.30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 2016.02.16
• 2016.03.09
• 2016.03.14
• 2016.12.21

• 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2017 업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경영위원회

• 2016.03.30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이사회 성과평가 시, 매출액, 영업이익, EVA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성과에 대한 계량지표와 리더십, 중장기

이사회 보상 기준 수립

(단위: 회)

있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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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 현황

보상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진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을 받고 있는지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문과 제언을 수행합니다. 사외이사의 제언은 경영 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주요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며,

100%

100%

751
65

2014

2015

80

보상위원회

• 2016.03.09

• 2016년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가결된 안건

30 30

2014

2015

(단위: 건)

29 29

2016

이사회 참석률
사내이사

84
667

61

부의된 안건

97

1,008

2016

이사회 부의/가결 안건

29 29

94%

13

사외이사

91

(단위: %)

95

90

93

100%
2014

2015

2016

2016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보수 총액을 2016년 12월 31일 기준
인원수로 나눈 단순 평균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수영

경영위원회

이수영*, 백우석, 이우현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 위원장

-

이수영

(2017. 03. 31 기준)

사외이사

김용환, 이상승*, 반장식, 유기풍
김용환, 이상승, 반장식*, 유기풍
유기풍

김용환*, 이상승, 반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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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통합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글로벌 시장 환경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OCI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인식

분석 및 주요 리스크 도출
관리 방안 수립

핵심 리스크 정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정의된 리스크를 재무, 비재무 리스크로 분류하여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대응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 운영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감사실과 경영지원실에서 경영관리 부문, 사업/영업 부문, 생산/연구
부문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별 예방 계획 및 수익 향상 방안, 점검 관리 방안 및

결과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에서는 상시적인 리스크 모니터링과 심각한 리스크에 대한 초기 대응을 통해 전사
차원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

주요 리스크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리스크 예방 및 영향력 최소화를 위해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 점검, 대응 방안 수립

보고

1. OCI의 사업 수행 및 조직 운영과 연계된 리스크의 명확한 정의

2. 정의된 리스크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확인

4.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 관리 문화 구현 및 정기적·상시적 보고체계 구축

리스크 선정 사유

본부장

리스크 동향 점검, 대응 방안 논의

실무자

리스크 인식·분석, 모니터링, 대응

보고

3.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및 주기적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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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승인

감사실장, 준법지원인

리스크 관리 세부방침

리스크 명

관리 활동 감독, 관리 방향·정책 승인

감사위원회, 이사회

재무 리스크

경영관리부문

리스크 대응 방안

사업/영업부문

생산/연구부문

비재무 리스크

리스크 명

리스크 선정 사유

리스크 대응 방안

준법
리스크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소송은 총 3건으로, 규제당국에서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발생

투명경영 실천,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규정 관리, 법규 및 준법 통제 기준
준수 여부의 수시·정기 점검

외환
리스크

국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매출 비중이 62%인 수준에서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따른 손익 발생 가능성 존재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 변동의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및
통화선도계약 체결 실시

신용
리스크

2017년 만기도래 차입금은 1조 4,560억 원으로 신용 변동에 따라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적기 상환 불확실성 존재

재무상태와 신용 평가를 기반으로 계약의무 불이행,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가능한 손실 예방

환경안전
리스크

군산 사업장 화학가스 누출에 대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지속적 요구
증가, 지역사회 내 사업장 운영에 대한 평판 이슈 발생

환경경영시스템, 사업장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질병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

유동성
리스크

태양광발전 및 카본소재 사업 투자확대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 발생
가능성 존재

단기·중장기 자금 관리 계획 수립, 현금유출 분석 등 금융부채 상환 능력
관리로 유동성 리스크 대비

정보보안
리스크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권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정보보안 실천
문화 조성, 정보보안 모니터링 요구 발생

정보보안 정책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문서 암호화와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이자율
리스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 존재

고정·변동 이자율 차입금의 균형, 이자율 스왑계약(Swap Contract)
등을 통한 이자율 리스크 관리

대외거래
리스크

신규 사업 투자자금 마련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회사 매각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 이슈 발생

국내외 업체와 체결하는 해외사업 프로젝트, M&A 관련 법률 자문, 전략
지원 등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가격
리스크

매도가능지분상품 180억 원에 대해 공정가치가 변동될 경우,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지분상품 가격 변동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최적
자본구조 유지 노력

사업 특성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품질 관리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지원 요청 발생

핵심 기술, 품질 노하우의 유출 방지를 위한 인력유지율 관리

자본
리스크

2016년 말 유동성차입금 비율은 39%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존재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최적 자본구조 관리

인력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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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추진
윤리경영 체계

OCI는 경영 활동 전반에 있어 임직원 및 계열사의 가치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을 제정하고, 감사제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산하의 독립적인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는 윤리교육을 통한 예방활동 및 비윤리 행위 제보 채널 운영, 윤리 준수행위
감독, 조직 내 윤리경영 문화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행위 감사제도 도입

사업장 및 계열사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2년 단위의 정기감사와 특정 업무에 대한 비정기적 기획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확인감사 등 윤리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15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 35건, 권고 사항 55건, 개선 사항
17건에 대한 이행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윤리감사 결과 부정이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이를
정성적으로 고려하며, 승진 및 임금 인상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OCI와 연관된 부정 및 비리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문고(www.

oci.co.kr/company/popup_cyber.a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부정 및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건에 대해 심층적인 검증 및 징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회계상 부정과 오류를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사업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내부회계통제시스템과 준법통제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여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효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과 개선 필요 사항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

리스크
인지

· 내부회계관리자
· 대표이사
· 준법지원인

보고

감사위원회

보고

OCI는 윤리 교육 및 윤리의식 함양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점검

• 윤리감사제도
• 내부통제시스템
• 신문고제도

의식
향상

• 임직원 교육
• 윤리서약서 작성

전파

윤리감사제도 실시 현황

정기업무감사
기획감사
제보감사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기본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입사 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OCI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급 이상의 경우,
정기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가능한 윤리 딜레마 상황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및 안내문을 배포하여 임직원이 윤리 규범에 보다 쉽게
임직원 윤리의식 향상 교육 실시 현황

구분

Business Ethics 교육

Diversity & Gender Equality 교육

(단위: 명)

2014

2015

2016

100

79

704

전 직원

전 직원

전 직원

평가 및 승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OCI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및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인식 수준 및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주요 내용 교육 실시
• 588명 교육 참여

감사제안제도 홍보

• 다양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획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2,297명 대상 홍보

(단위: 회)

2016
4
9
2

전사 정보보안 수준 강화

OCI는 경영 활동 과정 중 생성되는 모든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사업장 및 부서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담당자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보안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보안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활동 추진

체계적인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안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정책 기획 및 수립,
정보보안 시스템 설치 및 관리,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 정보보안 교육, 정보보안 점검,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OCI 정보통신(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 내부관리

이사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설명회 개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회사 적용

구분

신문고제도 운영

임직원 윤리 교육 및 캠페인 시행

규정을 수립하였으며,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정보보호 활동

• 정보보호 규정 수립
•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활동

• 개인정보 취급 현황 업데이트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수집된 정보 보관기간 만료 시 폐기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내외 이슈 대응

정보보안 교육 실시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입사 시 정보보안 목적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안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월 1회 전사적으로 PC보안 및 정보보안시스템, 최신 보안 이슈를 공유하고, 생활 속 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임직원이 보다 쉽게 규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CI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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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기반 확보
중앙연구소 추진 과제 포트폴리오 설정

차별화된 기술역량

OCI 중앙연구소는 1983년 설립 이후, 기초 화학제품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태양광발전산업의 기초가 되는 폴리실리콘 제조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물질 중심 연구에서 에너지 분야로까지

60%

영역을 확장해가며 OCI가 글로벌 화학기업의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VISION

차별화된 신기술개발 및 기술 선도형 신사업 창출을 통한 회사 미래 제시

30%

3년 중기과제

5년 장기과제

수익 창출 과제

사업화 연구 과제

장기적 도전 과제

Cost Innovation

MISSION

• 사업부 전략과 연계된 연구개발 계획의 성공적 추진
• 해외 공장 성공을 위한 적극적 기술 지원
• 새로운 기회를 위한 신규과제 탐색 강화
• R&D 과제 및 리소스의 효율적 운영 관리

연구분야

• 대용량 이차전지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시스템 연계
(System Integration)
•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카본사업 및 OCI Japan Co., Ltd. 등 계열사와의 교류 및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선진 기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개발, 기존 제품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
연구위원

(Research Director)

카본블랙 기술개발팀

사업부-사업장-연구소 협업 체계

연구지원팀

(Research Support)

특허팀

(Intellectual Property)

사업부-사업장-연구소간 협업 프로세스 구축

각 사업부 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업부-사업장-연구소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hemical Innovation 전담 프로젝트 수행 그룹을 구성하여 Special Chemical 및 Tar Chemical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카본블랙 기술개발팀을 연구소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여 카본블랙 관련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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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협업

• 연구개발 활동 확대
• 원천기술 개발 및 입수

산학협력
강화

• 선진기술 트렌드 입수
• 글로벌 우수인력 확보

정부 연구과제 참여

(CRDO)

(Carbon Black Technology
Development)

New Product &
Process

미국 Mission Solar Energy LLC, SunAction Trackers LLC, OCI Solar Power LLC, OCI China Co., Ltd.의

• 보유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 IT 산업용 화학제품 개발
• 화학 정제 프로세스 개발
• 콜타르 기반 카본 소재 개발

OCI 중앙연구소는 우수한 R&D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 확보, 최신 응용제품

연구실

Diversification &
Differentiation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조직 운영

(Research Lab.)

10%

1년 단기과제

차별화 및
다각화

원가 절감

사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아이템 발굴

연구개발
활동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OCI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며, 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고난도의 핵심기술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반도체/LCD 공정 발생 NF3 순환 기술개발

2013.12~2016.09

고색상, 고전도용 스페셜티 카본블랙 제조 및 응용

2014.06~2018.05

고기능성 저가형 전도성 페이스트 소재 개발

2013.11~2018.10

양자구조체 기반 고효율 초저가 태양전지 기술개발

2013.11~2018.10

유틸리티 기반 상수도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2016.08~2021.04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반도체 폐가스 분리, 정제로 친환경 재활용
기술 확보

고전도성 소재, 고색상 흑색안료용 스페셜티
카본블랙 제조 기술개발 및 응용 제품 개발

저가 금속과 은의 금속복합체 핵심소재 개발로
가격경쟁력 강화
용액공정 기반 양자소재 구조체를 이용한
초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구현

정수처리장 과수 최적 주입장치와
운영기술개발 및 수처리 화학제품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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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기반 확보
기술혁신 활동

신사업 기회 탐색

만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기초화학(Basic Chemical),

도래로 관련 기술이 OCI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OCI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우수한 제품 경쟁력 확보로 고객
카본케미컬(Carbon Chemical)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며, 산업·학계·연구기관과

연계한 정부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환경 지원 업무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의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설계를
개선하고, 고효율 스택과 고성능 전해액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알라모 프로젝트의 주파수 조정용 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용 배터리 용량 및 디자인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료물질인 폴리실리콘 생산 공정을 개선함
으로써 전력 사용량 절감과 그에 따른 원가 절감도 달성하였습니다.

ESS 시스템
효율 향상

주파수 조정용
EMS 개발

신재생 배터리
용량 최적화

폴리실리콘
공정 개선

연구소는 New Technology Council 활동을 통해 미래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협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OCI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 및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특허경영 추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전략적 특허경영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이에 OCI는 IP팀(Intellectual Property Team)을 구성하여 단순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리스크 대응을
넘어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전사 차원의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특허 등록건수는 국내 181건, 해외 67건으로, 이는 회사의 소중한 지식재산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등 특허 리스크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국내 특허권

해외 특허권

출원 중

113

143

294

210

등록

베이직케미컬

(Basic Chemical)

신규 Grade의 화학제품군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공정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제품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연구소 내·외 분석 지원과 새로운 분석법을 제공함으로써 신제품 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 Grade
화학제품군
개발

181

합계

연구소 내‧외
분석 지원

연구소

•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교육

포항

•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교육

군산

•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교육

광양

•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교육

익산

카본케미컬

(Carbon Chemical)

콜타르를 기반으로 한 다각화된 카본블랙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모에 강한 고성능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입도 및 구조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고색상, 고전도성 카본블랙 신규 Grade 4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가소제 개발

60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신규 Grade
카본블랙
제품 개발

해외 상표권

총계

3

4

263

54

28

586

51

24

323

사업장별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구분

공정
프로세스 개선

국내 상표권

67

(단위: 건)

•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교육

인천

교육 내용

교육 시간

• 특허검색 관련 세미나

4
2

• 특허출원 절차 교육

2.5

• 특허출원 절차 교육

2.5
2

•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교육

2

연구개발 주요 성과
구분

단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연구개발비

천원

2014

2015

2016

33,136,052

26,926,337

26,458,974

1.37

1.17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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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기반 확보
원가절감

OCI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며,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절감 로드맵*

*100% 가동률 가정

100%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절감 달성

제조
원가
22%p
절감
(2
015-2
018E)

86% 5%p↓

태양광발전산업 내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폴리실리콘 가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OCI는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의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 최적화에서부터 원부자재 사용량 절감까지 다양한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2016년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는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2016년 제조 원가

공정 혁신 프로젝트 추진

2015

2016

1%p↓

재료비 유틸리티비

2%p↓ 78%
기타

사고 없는 가동을 통한
수선비 최소화

구매단가 절감

원단위 절감

고정비 절감

포항
사업장

2018E

폴리실리콘 원가절감 전략

안정적 가동을 통한
원부재료 사용량 최적화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사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8%p의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폴리실리콘 제조 단위공정 개선 및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부재료 다변화 및
단가 협상

사업부-사업장-연구소간 협업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공정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정 개선에 따른

광양
사업장

카본블랙 원료 분사노즐 손상에 따른 수율 감소와 소모품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소와 협업하여 공정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사노즐에 세라믹을 적용하는 기술을
통해 손상을 최소함으로써 비용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광양 사업장은 연구소의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설비 증설에 필요한 이론을 확립
하였으며, 사업장의 최적 공정 운전 조건 실현으로 BTX 추출 증류 공정의 스팀 사용량 절감에
성공하였습니다.

익산 사업장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

사업장 설비 및 운전 개선

98,468 kwh

익산 사업장은 유틸리티 공정 중 압축 공기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비 내 에어 트랩(Air
Trap) 교체 및 성능 개선으로 공정 과정에서 압축 공기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익산VIP 사업장 운영비 절감 효과

또한, 익산VIP 사업장은 공장 내 건조기 운전 조건을 계절 및 상대습도에 따라 기존 140℃에서 120℃로
군산 사업장 폴리실리콘 생산 공정

19.4 백만 원

변경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원가절감 활동
군산
사업장

포항
사업장

광양
사업장

익산
사업장

익산VIP
사업장

인천
사업장

폴리실리콘 공정 개선 및 Smart No.1 Plant 활동

공정 운영 최적화 활동

Off-Gas 운전 압력 조절을 통한 에너지 회수

촉매 재사용

PO 필름 펀칭 자체 가공 및 포장재 규격 변경

포장재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활동

• 폴리실리콘 생산의 독자적 운전 방법 개발
• 전력 사용량 절감 활동
• 원료 및 포장재 사용량 절감 활동
•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 저감 활동

• 타르·나프탈렌 유닛 타워 최적화
• 핏치 Reformer Electric Heater 운전 최적화
• 전 처리공정 스팀 사용량 최적화

• 배관 내 시스템 압력 조절 및 마찰 손실
최소화
• 압력 조절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여
전력 사용량 절감

• 활성도가 낮아진 촉매의 Solvent Washing
진행
• 활성도를 회복시켜 촉매 재사용

• PO 필름에 펀칭 핀을 설치함으로써 설비 개선
• 포장 박스 규격 변경으로 포장비 및 운반비
절감

• PE Drum 재활용을 통한 포장재 비용 절감
• Ejector 교체로 스팀 사용 절감
• 지동공장 변압기 절전 및 구동 시간 통제로
비용 절감

군산 사업장 전체 전력, 스팀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스팀 및 전력 추가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촉매 구매 비용 절감 효과

설비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

포장재 비용 절감 효과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스팀 및 전력 사용량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006백만 원

614백만 원

325백만 원

261 백만 원

11백만 원
3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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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백만 원

21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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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책임 준수
제품책임 경영

OCI는 제품책임 경영 추진으로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장별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고객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고객만족도 측정 결과*
2014

Agree

2015

Agree

2016

Agree

* OCI는 고객에게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의 5가지 등급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

주요 제품 생산능력
2014

2015

42

2016

52

(단위: KMT)

52

폴리실리콘

50

50

85

50

TDI

85

85

과산화수소

270 270

310

카본블랙

OCI 주요 제품
카본블랙

TDI

과산화수소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며, OCI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과
반도체급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와 수지를 비롯하여 건설, 자동차, 가구
등의 산업에서 포장 및 절연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폴리실리콘 품질 경쟁력 향상

최근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중소형의 분산 전원으로 집중되면서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OCI는 기존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Multi Si Cell)보다 약 20% 효율이 높은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Mono Si Cell)와 같은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공급업체인 LONGI 그룹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단결정 실리콘 제품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사항 대응 프로세스

고객

불만 제기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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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보고
평가 후 보고

품질
관리팀

보고
개선 및 보고

개별 부서

섬유 및 종이 표백제, 반도체 및 TFT-LCD
웨이퍼 클렌저, 포장재 및 식품 보존처리 용도로
사용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및 토양 복원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핏치

타이어, 신발 및 기타 고무 제품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강화소재이며, 잉크, 페인트 및
플라스틱에도 사용됩니다. 카본블랙의 주요
고객은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고품질의 흑연전극을 제조하기 위한 결합제,
알루미늄 제련을 위한 전극봉, 페인트와
방수물질 등에 사용됩니다. 핏치는 대부분
알루미늄 제련업체에 판매됩니다.

OCI의 벤젠은 폴리머와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스티렌 단량체와 같은 화학물질
제조의 중간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이행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사업장

벤젠

시스템 인증

OCI는 안전한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서
부터 생산, 공급 과정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안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제품안전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화학물질관리법」
과「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의 등록 대상 화학물질

본사

ISO 9001
ISO/TS 16949

군산

ISO 9001

포항

ISO 9001
ISO/TS 16949

광양

ISO 9001
ISO/TS 16949

익산

ISO 9001

익산VIP

ISO 9001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경고표지, 유해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를 명시하였으며, 과산화수소 한국산업표준

인천

ISO 9001

Global Harmonized System) 라벨링 제도를 적용하여 제품 라벨링 관련 글로벌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26종에 대해 환경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OCI가 생산 및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링 정책 도입

익산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포장재 전면에 제품의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KS M 1112)에 대한 규격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 사업장 과산화수소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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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우수한 인사관리 체계

지역인재 채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노사 협력 분야에서 체계적인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공채는 본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기존 채용 프로세스와 달리, 사업장에서 면접을

OCI는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외부 환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으로 기업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OCI
인사관리

조직문화 개선 활동 추진

노사협력
분야

• 노무정책 및 노사안정대책 마련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주관
• 고충상담 및 복지제도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산 사업장에서는 조직의 소통을 강화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인근 교육기관 및 주요 대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사업장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고용 확대를 통한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OCI 인재상
SEIZE EMERGING OPPORTUNITIES

잠재적인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면
신속히 결단하여 경쟁력 확보에
힘쓴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제 처리에 있어 관행적인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국제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부
시장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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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현장 니즈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 인사발령, 조직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 구축
• 해외주재원 및 계열사 인사관리 지원

OCI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직무 적합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직무 중심 채용을

GLOBAL OUTLOOK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직접 업무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배치될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사 분야

우수 인재 확보

INNOVATIVE SOLUTION

OCI는 2016년 신입사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기업문화 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연계, 지식 및 노하우 전수, 임직원간 협업 및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해 매월 소통 리더십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리더십 관련 레터를 매니저 이상 리더들에게 송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사업장에서는 직급간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포항 사업장 소통행사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실시

OCI는 임직원 모두가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 성과 목표 설정, 중간 점검 및 연말 평가로 구성된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경영방침 연계성을 향상시키고자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항목별로 세분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853

857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 적용 비율

2014

2015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cHaNce

cHalleNge

cHaNge

FASTER THAN MARKET CHANGE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의 적절히 대응한다.

ENTREPRENEURIAL THINKING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의
니즈 충족과 회사 이익에 부합되는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FLEXIBLE AND OPEN MIND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진다.

임직원 1인당 매출액

구분

정기 성과평가를 받은 근로자 비율

(단위: %)

2014

2015

2016

98.3

97.6

99.0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채무의 현재 가치는 1,651억 원(연결기준)이며,

2016년 비용으로 인식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급여비용은 17억 6천만 원(연결기준)
입니다.

임직원 1인당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인)

1,106

2016

(단위: 백만 원/인)

49
2014

2015
2016

-2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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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사내 소통 활성화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OCI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OCI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열린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제고하는 것은 기업의

사업장별 특화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ownhall
Meeting

소통 게시판

MCM 행사

임직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 Townhall Meeting

임직원 복리후생 강화

임직원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단체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기금을 통해 주거비와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Townhall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CEO와 직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EO는 직원들로
부터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직원들은 CEO
에게 경영 현황과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
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소통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사내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웨어를 활용하여 경영 상의 주요 변동
사항, 안전 캠페인, 구성원 인터뷰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함으로써 활발한
소통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중앙연구소는 매월 MCM(Monthly
Communication Meeting)행사를
개최하여 연구소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벼룩
시장, 백일장, 단체 볼링, 심리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적용
중앙연구소 MCM 행사

주택자금 지원
긴급가계자금지원

노사협력 조직문화 조성

OCI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노사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경영 현황

사내기금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기금을 활용하여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 내 만 1~3세 영유아 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준의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통해 2017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임직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노조위원장과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노사 워크숍을 격월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노사간 화합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며, 건전한 노사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3년간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는 최대 24학기 분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여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노사
워크숍

학자금 지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치료비를 임직원 및 배우자는 연간 1천만 원, 자녀는 연간
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직원 사망 시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광양 사업장 노사 한마음 행사

임직원 건강 증진 지원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검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질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해당되는 임직원은
노사
한마음행사

광양 사업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016 노사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양 사업장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목포 유달산을 등산하고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건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적합한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금연사업장으로 선포

하였으며, 헬스장,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임직원이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자녀 대상 프로그램 지원

2015년부터 임직원 자녀들이 과학과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외부전문기관에서 개최하는 영어로봇캠프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임직원
자녀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서 우리회사 임직원 자녀들만을 위한 캠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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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임직원 고충처리제도

OCI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

사업장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사 생활은 물론 임직원의 개인적인 고충에 대한 상담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온라인, 유선, 팩스 및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 후 10일 이내

인권존중 원칙(Principle)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사업장은 매월 관리팀과 SH&E 담당자들이 직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고충처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 후

OCI㈜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UN Global Compact,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 및

고충처리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관련 피드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규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사업 영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 OCI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장 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및

고충처리 프로세스
Step 01

고충 접수 및 상담

Step 02

처리 방안 결정
(고충처리위원회)

• 단순 사항일 경우 별도
처리안 마련
• 필요 시 노사 대표 보고
또는 감사

Step 03

처리

2. OCI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되는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합니다.

Step 04

결과 통보

3. OCI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OCI는 임직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행합니다.

• 대응안에 따른 처리 또는
감사 실시
• 필요 시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심의)

성희롱 전담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전담 대응 창구인 ‘Good Work Place’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성희롱 관련 고충이 고충 상담 창구로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사건 확인 후 중재 시도하며, 사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여성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조정안을 마련하거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협력회사 인권 보호

OCI는 내부 임직원 및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
윤리행동 준칙’에 따라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며, 법규 및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비방 및 음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실사를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및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임직원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현장 감독관 운영을 통한

주기적 안전환경 점검 여부와 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통한 사후 대응 능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속연수, 이직률, 정규직 비율 등을 점검하여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여부를 파악하며,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임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적

고용이 없는지 점검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안전환경, 노동, 인권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분야 진단 및 실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1페이지 ‘협력회사 상생체계 도입’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이를 적용합니다.

5. OCI는 인권정책이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기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인권존중 조항(Article)
성희롱 고충처리 대응 절차
성희롱 고충 접수
성희롱 해당 여부 확인
인사위원회 회부
조정 결과 통보

제 1조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의 이해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지

제 2조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정치성향, 민족/국가, 장애 여부, 결혼/임신 여부 등 사회적 신분 상의 이유로 채용-교육-평가-

제 3조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언, 폭력, 협박, 감금 등을 통해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제 4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위험 업무를 부여하지

제 5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제 6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복지제도 및 사내기금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의

제 7조

모든 임직원의 의사소통 기회 제공을 위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제 8조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부쳐 철저히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인간존중)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복리
후생 제공)

(결사의 자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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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한다.

보상-승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 또는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서 배제한다.
않는다.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확대에 기여한다.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양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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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임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OCI는 전문화된 리더십 교육, 직무 교육, 글로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급까지 직급별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전문성

신입사원 육성 방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함양을 위한 기초 교육,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Be OCI
People

있습니다.

OCI에
대한 이해

팀 화합 강화를 통해 진정한 OCI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신입 사무기술

사업 및
제품에 대한
지식

업무 스킬과
팀워크 배양

임원

(Executive)

임원 워크숍

신입사원 육성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 제품 및 사업에 대한 지식, 업무 능력 및

Fundamental
Course

Functional
Course

Global
Course

임원과정 국(내 해/외 )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연수 지원과 해외 주재원 교육 과정 제공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신입사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OCI 직급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1
년
차
과
정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3년 차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계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OCI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공용화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내 공문을 영어로 작성하고, 업무지침 및
자료들을 영문화하고 있습니다.

(Senior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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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JT

(Associate)

1
년
차
워
크
숍

원가 및
관리
회계
입문

입문과정

해외파견자
과정 운영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인 직원 대상으로 주재원에게 필요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상 필요한 외국어에 대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으로 3개월 이상 교육하였고, 파견국가의 언어와 문화 습득 및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리더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중 과정을 시행하여 파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해외파견자 교육

(Manager)

재무제표
분석실무

& E-Learning by Job)

영어 공용화
문화 정착

2016년 신입사원 입사

엔지니어 연수 프로그램

사내 중국어 교육 과정은 필수 과정인 Level1반과 선택 과정인 Level2 ~ 4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6개 사업장에서 12개 과정을 개설하여 116명의 직원이 수료하였습
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중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력사원 입문과정

중국어 교육
과정 운영

원가 및
관리
회계
실습

직무교육 사(외

리더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Learning Program(English, Chinese, etc.)

OC I MBA

글로벌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직무 교육과 어학연수, 해외 주재원 과정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외국어 집중과정

책임 필수과정

직급 및 직무 특화교육과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에서부터

비즈니스 중국어 (Level1)

선임책임 필수과정

책임

임직원을 상호발전을 위한 파트너이자 공동체로 인식하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중국어 (Level2 ~ 4)

매니저 필수과정

선임책임

(Team Manager)

경영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해외 주재원 과정

신임부장 과정

매니저

선임책임 심화과정

글로벌 리더 양성

부장

매니저 심화과정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장 워크숍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미래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게임으로
배우는
회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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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 참여
전략적 사회공헌

OCI는 ‘친환경·그린에너지로 행복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Solar’,

시각장애인 마라톤 가이드봉사 활동

사회공헌 총 비용
1,936

‘Culture’, ‘Community’, ‘OCI Family’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17

(단위: 백만 원)

1,153

Vision
2014

친환경·그린
에너지로 행복을
나누는 기업

현금/현물 기부금액
현금

697
429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진정성

Section

Approach

Solar
태양광발전 사업
역량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리
학습 기회 제공

공공성

Culture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확대

현물

2016

지속성

직원참여

Community

OCI
Family

사업장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소외계층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

2014

725

동호회를 결성하여 가이드 러너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임직원 봉사자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사업장에서 총 56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완주한 거리(km)당 5,000원 씩 총 280만
원의 사회봉사기금도 마련하여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에 기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701

사회공헌 유형별 투자 실적
구분

Commercial Initiative

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 활동

활약하였습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에는 9개 종목에 총 1,700여 명의 지적발달장애인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OCI Family 봉사대는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스페셜올림픽 전 일정에 참여하며 대회 운영을
도왔습니다. OCI Family 봉사대는 2010년부터 진행돼 온 임직원 자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단위: 백만 원)

금액

Charitable Donation1

823

Community Investment

OCI 임직원 자녀들로 구성된 OCI Family 봉사대가 제12회 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에 자원봉사자로

1,187

Theme

Principle

2015

OCI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VMK) 회원들과 ‘러너스 하이’라는 사내 마라톤

2

320

3

10

1) 지역사회, 자선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지원
하며,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기부
2)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기업의
명성과 장기적 사업 이윤과 연계
3)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해 수행되는 공익
마케팅, 캠페인 등의 활동

384

2015

2016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OCI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수행

부서별 봉사활동 진행

부서별로 희망하는 봉사프로그램과 일정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 참가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공동 봉사활동 참여로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확대는 물론, 팀워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CI Family 봉사대

부서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빵만들기
자원봉사

고궁청소
자원봉사

장애인 소풍
자원봉사

벽화그리기
자원봉사

무료급식
자원봉사

연탄배달
자원봉사
빵만들기 자원봉사

Solar School Project
‘Solar School Project’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내 산간도서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원해 주는 OCI만의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11년 인천, 전북, 강원의 3개 지역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누적 249개 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
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린에너지로 행복을 나누다”

OCI는 제주도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제주도 내 총 50여 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기증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까지 각 초등학교에 5KW씩 총 250K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며, 이는 150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olar
School
Project
누적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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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100개

160개

182개

239개

249개

2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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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 참여

SPecIal Page

OCI는 사업장별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4

임직원 봉사시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5,153

기금’과 ‘1004 봉사대’로 구성된 ‘사랑의 1004 운동’을 통해 조직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임직원의 사회공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의 1004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을 나누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004 기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금에
회사의 지원금을 더해 운영하는 OCI의 사회
공헌 기금입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사랑의
1004 운동

중앙 연구소

보통골 마을 중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OCI 중앙연구소는 보통골 마을 중학생 8명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항 사업장

사업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사업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 활동 수행은 이웃 주민과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하절기 휴가철에는 ‘바닷가
정화 활동’, 귀성객으로 붐비는 명절에는 ‘명절맞이 정화
활동’ 등의 다양한 테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사업장

사랑의 연탄나누기 활동

익산 사업장은 연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

센터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6세대에 연탄 1,800
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
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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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문화 향유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OCI 미술관과 협력하여 ‘별별동행(別★同行)

2016’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격년으로 4회째를 맞이하는 ‘별별동행 2016’은 대표적인 작가

지역사회 사회공헌

1004 기금

별별동행(別★同行) 2016 개최

1004 봉사대

2014

양성사업으로 신진작가들과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18명의 다채로운 작품을 군산, 광양, 포항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별별동행전을 통해 참여작가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현대 미술계 젊은 주역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위: 시간)

3,180

3,678

2015

2016

앞으로도 별별동행전과 같은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전시 작품 수

‘1004 봉사대’는 사업장별로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OCI만의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군산 사업장

18명

참여작가 수

40여 점

별별동행
2016 관람인원

7,793명

별별동행전 전시관

독거노인 및 소외가정 생활비 지원

군산 사업장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1004 기금 계좌에
기부금을 모아 2007년부터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외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연료비가 없어 추운 겨울을 보내는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연탄과 난방유를 전달하고 있습
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광양 사업장

광양 사업장 임직원들은 사랑의 1004 기금을 통해 매년
저소득층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광양쌀을 기부함으로써
사업장 주변지역 농가를 돕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별동행전 주요 전시 작품

인천 사업장

시각장애인 복지관 정기 후원

인천 지역 시각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관에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후원하고 있습
니다. 인천 사업장 임직원은 정기적 선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eyond the Lights, 범진용

Jungfrau, 강호연

팅커벨과 각골명심과
달마와 벤츠, 조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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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관리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열린 소통을 통해

통해 협력회사와 OCI가 걸어온 상생의 길을 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OCI는 ‘Visibility’, ‘Speed’, ‘Flexibility’의 공급망 관리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협력회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급망 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협력회사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OCI는 매년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워크숍을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화평법 및 화관법 등 최근 강화된
안전환경 관련 법규 동향을 공유하는 등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협력회사와의 수평적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SCM
전략 방향

상생협력 지원 활동 수행

협력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 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isibility

공급망 가시성 강화

Speed

의사결정과 실행력 속도 최대화

Flexibility

하도급 관리 체계 강화

협력회사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에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 2차 협력회사간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인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매대금 지급 및 현금성 결제 비율
개선을 통해 2차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인력
채용 지원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협력회사의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협력회사의 근본
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협력회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경영컨설팅을 통해 협력회사 역량
강화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노하우, 회계, 품질, 생산성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협력회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지양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 하도급 관리 정책 수립,
공정한 협력회사 선정 프로세스 운영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유관부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매 규정, 하도급 계약 절차와 같은 내부 규정에

하도급법 주요 내용, 올바른 하도급 거래 절차, 법규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내용을 준수하여 표준화된 하도급 계약서를 준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정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공정 행위 및 법규 위반을 사전에

협력회사 구매 금액
구분

결제조건
변경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2016 동반성장 워크숍

(단위: 백만 원)

금액

2014

1,429,470

2015

1,138,277

2016

1,117,073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운영

하도급 위반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자 공정거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정거래 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운영 방침
및 위원회 활동 내용을 전자구매시스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

모든 업무 절차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대상으로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카르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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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통합 관리 프로세스

전략협력회사 선정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회사 선정을 위해 신규 및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분석을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영향도가 높고 주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회사를 ‘전략협력회사(Strategic

OCI는 협력회사 선정에서부터 평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협력회사 경쟁력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으로 협력회사별 맞춤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회사가 적시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tep

01

Step

02

공급망 가시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실행력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급망 통합 관리

공급망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컨트롤타워에서 상시적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선정

03

Step

04

80

따라 협력회사 관리 방식을 달리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수시·정기 성과 분석을 통해 협력
업체의 지속적인 성과 개선을 유도
하고 있으며, 중요한 협력회사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실사 및 평가를 실시
하고, 협력회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협력회사의 OCI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회사별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리스크 진단 항목은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영향력, 협력

회사 수행도 평가, 품질관리 이슈 및 실사 및 진단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협력회사를 선별하여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현장 실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재무, 품질, 생산, 구매, 환경, 안전, 기술 등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협력회사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협력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평가 결과는 견적의뢰 시 중요한
참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
니다. 협력회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회사별 관리와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응 체계 강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급망 내부에 공유하고, 관련 리스크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Green SCM 구축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AAA 부터 CC 등급까지 총 8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부여된 등급에

OCI는 협력회사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해 신규 협력회사 및 기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협력회사 통합 관리 프로세스

Step

Suppliers)’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등록 협력회사에 대해 신용평가, 수행도평가, 실사평가를

협력회사 리스크 진단

공급망 가시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회사 선정을
위해 신규 협력회사의 등록 단계부터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 준칙과 전자 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OCI는 협력회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와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협력회사를 4개의 그룹으로

리스크 해결 개선과제 도출

협력회사 실사 결과, 향후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 개선과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협력회사와 OCI가 함께 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임직원의 작업 안전성, 품질

관리, 유해물질 유출 등 원부자재 생산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과제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외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 역할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에 대한 권고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로부터 개선과제 실행 현황에 대해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받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사전 예방 활동 추진

협력회사 진단 및 실사와 더불어 신용평가 업체를 통한 협력회사 신용도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채무불이행, 행정소송, 신용등급 변동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재무

안정성 변동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의 부정적 경영 상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등 협력회사 리스크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전략협력회사 선정

• 상위 거래 규모 및 주요 원부자재 공급 등 핵심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선정
리스크 발생가능성 진단

• 원부자재 수급, 작업 수행도, 품질 관리, 실사
및 진단 비용 관점에서 진단
협력회사 현장 실사

• 경영, 기술, 품질, 환경, 안전 등 전반적
지속가능경영 지표 적용
개선과제 도출 및 모니터링

• 요구사항 저조 분야 개선과제화 및 피드백
보고서를 통한 점검

협력회사 실사 주요 지표
경영

기술

품질
환경·
안전
인사

사회

• 재무 안정성
• 제품 수익성
• 기업 성장성

• 연구개발 투자
• 원가절감 활동
• 임직원 교육

• 자체 품질심사
• 검사기준 수립
• 자재 및 공정 검사

• 환경·안전 조직 운영
• 안전 점검 및 교육
• 유해물질 관리

• 안정적 고용 조건
•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불법 고용 금지

• 경영 주요 변동사항 고지 여부
• 사회공헌 활동
• 대외 수상 경력

OCI의 친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범위를 공급망까지 확대하여 협력회사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성과까지 관리하는 Green Supply Chain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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