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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사업 현황 및
시장 환경

사업의 현황과 성장 방안

기업 성장과 수익성 향상

OCI의 사업 분야는 베이직케미컬 사업 부문,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사업 부문, 에너지솔루션 사업 부문 및 기타

한국의 화학산업은 낮은 제조원가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 사이에서 점점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직케미컬 사업 부문은 주로 무기화학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입지가 좁아지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OCI는 생산시설의 고도화 및 전문화와 연구·개발·

제품으로는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의 핵심소재로 쓰이거나, 다른 화학

혁신에 집중하여 위기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다소 저조한 실적이 이어졌지만,

및 비화학제품 생산의 가공 보조재 혹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사업 부문은 각종 산업의

태양광발전과 열병합발전, 중국 카본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원자재인 석탄ㆍ석유화학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분야입니다. 철강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

연구소의 역량 증대, 사업장의 원가 절감 및 공정 효율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조경유를 원료로 핏치, BTX 등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사업 부문은 태양광발전과 열병합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에너지자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나아가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사업 현황

베이직케미컬 사업 부문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사업 부문

에너지솔루션 사업 부문

베이직케미컬 사업 부문은 주로 무기화학 품목들을 생산하는 분야이며, 주요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사업 부문은 석탄과 석유를 원료로 각종 화합물이나

에너지솔루션 사업 부문에는 태양광발전과 열병합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제품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산업 관련 소재와 과산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OCI의 주요 생산제품은 카본블랙,

태양광발전의 경우,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

무기화학제품은 주로 산업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 및 비화학제품 생산의

핏치, 벤젠, P/A 등 입니다. 석탄·석유화학 제품들은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가공 보조재 혹은 촉매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건설 등 기간산업까지, 타 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순도 10N 과 11N 수준의 폴리실리콘을 상업적

OCI의 카본블랙은 석탄계 크레오소트유를 자체 생산, 사용함으로써 순도 및

미국 텍사스 주에서 최대인 400MW 규모의 Alam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생산능력 5,000톤으로 폴리실리콘의 상업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핏치는 세계 콜타르 핏치 시장에서

있으며,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서 1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생산을 시작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생산능력 42,000톤을 확보하였고, 폴리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유수의 알루미늄 제련업체에 균일한 품질의

및 분산형 발전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발전 개발자로

실리콘 제3공장에 대한 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이 완료되어 생산능력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산업의 초과

국내 카본블랙 시장은 주요 수요처의 가동률 저하와 수입제품의 공격적 판촉

전 세계 태양광발전산업은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52,000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 현황

공급에 대한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지 또는 섬유 표백, PCB,

전략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핏치의 주요 시장인 알루미늄

되고 있습니다. 심화된 경쟁으로 최근 사업 수익성이 일부 저하되었지만 환경에

LCD, 반도체의 세정 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시장은 제지 수요 정체로 공급

산업은 경기 침체 및 공급과잉으로 인해 산업 성장이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대한 관심 증가와 신흥시장 수요 확대 등으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벤젠은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아 판매가격이 급락하였다가 최근

전망입니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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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89.6

89.3

89.0

2013

2014

2015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TDI

카본블랙

핏치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며,

섬유 및 종이 표백제, 반도체 및 TFT-LCD 웨이퍼

페인트와 수지를 비롯하여 건설, 자동차, 가구

타이어, 신발 및 기타 고무 제품에 사용되는 기본

고품질의 흑연전극을 제조하기 위한 결합제, 알루

OCI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과 반도체급 폴리실리

클렌저, 포장재 및 식품 보존처리 용도로 사용되며,

등의 산업에서 포장 및 절연 재료로 사용되는

적인 강화소재이며, 잉크, 페인트 및 플라스틱에도

미늄 제련을 위한 전극봉, 페인트와 방수물질 등에

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및 토양 복원에 사용되기도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 카본블랙의 주요 고객은 타이어 제조

사용됩니다. 핏치는 대부분 알루미늄 제련업체에

업체입니다.

판매됩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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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및
주요 성과
합리적인
투자

사업파트너와의
적극적 제휴

생산 규모
최적화

견고한 재무
안전성 유지

화학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내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소 개발 등

국내외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을 구축

수요 및 시장 상황, 제조원가의 계절적 요인, 운전

어려운 영업 환경에 영향을 받은 재무건전성을

보기 위해 재무 건전성과 이익 창출에 집중

신규 사업 및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합리적인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 기반 창출

자금 운영에 따른 생산 규모 최적화를 달성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효율적 경영활동

하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투자 진행

사업 전략

OCI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린에너지 &

주요 성과

110

수행

50

MW

미국 텍사스 Alamo 6
프로젝트 착공

13.6

연산 규모

MW

생산 규모

미국 텍사스 Alamo 6+
프로젝트 수주

18

MW

멕시코 Los Santos
프로젝트 수주

350,000

80,000

MT

합작회사 Ma Steel OCI
Chemical Co., Ltd. 콜타르
정제공장 가동 예정

MW

52,000

생산 규모

MT

합작회사 Shandong OCIJianyang
Carbon Black Co., Ltd.
카본블랙 상업생산 예정

중국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 완료

폴리실리콘 제3공장

10,000

MT

26

MT

약 7분의 1의 비용으로
제조능력 추가 확보
(기존설비 건설 비용 대비)

폴리실리콘 제조능력 확보

%

특수가스 사업
매각

소다회 사업
매각

자회사 OCI 머티리얼즈(주)

자회사 OCI Chemical
Corporation

50

%

폴리실리콘 제조 비용 절감
(2014년 대비)

Akzo Nobel 합작회사인
EkO Peroxide LLC
지분 매각

106.4

MW

미국 텍사스 Alamo 7 LLC
매각

Alamo 1

Alamo 2

북미 태양광발전 사업 위상 확대

중국 석탄화학시장 공략

전략적인 생산 규모 및 비용구조의 강화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성장동력 투자

북미 지역 4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Alamo 프로

마안산철강그룹과 합작하여 35만 톤의 콜타르를 정제

OCI는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2014년 합작회사인 SNF Korea Co., Ltd.(구 OCI-SNF

젝트를 마무리 짓고 있으며, 2015년 중국에서 총

하여 피치, 카본블랙오일, 나프탈렌 등 화학제품을

경제 조건에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주)) 보유 지분 매각과 미국 텍사스 지역의 Alamo 4

18MW의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 중입니다. 또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 사업장의 폴리실리콘 제조 능력

를 매각한 데 이어서, 2015년에는 Alamo 3, Alamo 5,

OCI는 그동안 쌓은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채굴하는 조광그룹과 합작하여 카본블랙을 생산할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연산 52,000MT 규모의

OCI Resources L.P.를 매각, 2016년에는 OCI 머티

발전 개발자로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여 친환경

예정입니다. 두 사업장은 상업생산 시 연간 1억 5천만

제조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시의

리얼즈(주), Alamo 7, EkO Peroxide LLC를 매각하였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달러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 및 스팀 소비의 절감을 통해 제조 비용의 26%

습니다. OCI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 포트

를 절감하였고, 원가 구조에 따라 생산 규모를 최적화

폴리오를 재정렬하고 매각 대금은 재무구조 개선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누적 수주 규모

단위 : MW

단위 : MT, 천 달러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투자와 회수

단위 : %

폴리실리콘 제조 비용 감소 로드맵

비핵심 자산 매각 금액

▒ 생산능력 ▒ 총 투자금액(합작사 포함)

100
457.1

350,000

누적 수주 규모

515 MW

Alamo 3

1억 5천만 달러

470,332백만 원

42%

매출 달성
61,300

OCI 머티리얼즈(주) 매각

제조 비용
감소 목표
5%p
74

59,000

OCI Chemical Corp. 소다회 사업 부문 매각
429백만 달러

6%p

2%p

3%p
58

Alamo 3, 4 LLC 지분 매각
130백만 달러

80,000

Alamo 4

미국

13.6

25.05

19.3

멕시코

중국

한국

Shandong OCI Jianyang
Carbon Black Co., Ltd.
(카본블랙)

※ 100% 가동률 가정

20

EkO Peroxide LLC 지분 매각
20백만 달러

Ma Steel OCI
Chemical Co., Ltd.
(콜타르)

원료

2014

2015

유틸리티 감가상각

Alamo 7 LLC 지분 매각
227백만 달러

기타

2018

※ 100% 가동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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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Alamo 프로젝트 현황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 건설 ▒ 시험 가동 ▒ 운영

발전규모

발전 규모

(AC)
Alamo 1 39.2MW
Alamo 2

4.4MW

Alamo 3

5.5MW

Hongze(홍쩌) Project
HuaiAn City, Jiangsu Province, China

Alamo 7

Alamo 6
Alamo 4 37.6MW

Alamo 4
Alamo 5 95.0MW

Alamo 5

Alamo 3
Alamo 2
Alamo 1

Alamo 6 110.2MW
Alamo 7 106.4MW

2013

2014

2015

2016

2017

Construction
Operation

10.1 MW

Yantai(옌타이) Project
Yantai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5.5 MW

Wuxi(우시) Project
Wuxi City, Jiangsu Province, China

4.0MW

Xiuzhou(시조우) 1st Project
Jia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2.6 MW

Xiuzhou(시조우) 2nd Project
Jiaxing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2.3 MW

※ Alamo 3, 5, 7 매각, Alamo 4 일부 매각(20% 소유)

Alamo 프로젝트 마무리

OCI Solar(China) Co., Ltd. 출범

OCI Solar Power LLC는 4년여에 걸친 Alamo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

OCI는 중국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OCI Solar(China)

시의 전력공급회사인 CPS Energy와 체결한 Alamo 프로젝트는 미국 지방정부의 태양광 프로젝트 중에서 최대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OCI Solar(China) Co., Ltd.는 중국 전역에서 전개할 태양광발전 사업을 총괄하는

규모인 40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 2016년 9월 106MW 규모의 Alamo 7의 준공을 끝으로 텍사스 주

컨트롤 타워로서 중국 태양광발전 시장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샌 안토니오 시에 향후 25년간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준공
Alamo 5

북미 태양광발전 전력공급 추가 계약

OCI-홍쩌 태양광발전소는 분산형 태양광발전 6MW와 집중형 태양광발전 4MW, 총 10MW 규모로 게 양식장

CPS Energy사와 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전력공급계약’를 추가로 계약하고 263만 m2 부지에 총 50MW 규모의

총 27만 m2에 건설되었습니다. OCI-홍쩌 태양광발전소는 게 양식장과 발전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친환경적

태양광발전소 Alamo 6+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선액션트랙커스(SunAction Trackers LLC)가

발전 모델로서, OCI는 중국 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태양광 추적 시스템과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 LLC)가 공급하는 고효율 모듈을 사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중국 홍쩌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SunAction Trackers LLC
Alamo 6

태양광 추적 시스템

Mission Solar Energy LLC

3,600가구
전력 공급

Alamo 6+
프로젝트

분산형 태양광발전 6MW

27만 m2
(8만 평)

집중형 태양광발전 4MW

게 양식장
운영

중국 태양광발전 시장 진출 가속화

고효율 모듈

OCI는 2015년 5월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시조우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태양광발전소인 2.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9월에는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소재한 브릿지스톤사 공장에 4.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전력공급계약(EMC)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옌타이 5.5MW, 홍쩌 10.1MW 등 총 18MW

중남미 태양광발전 시장 진출
Alamo 7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 태양광발전 시장에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CI Solar Power LLC는 태양광 개발업체인 BVR(Buenavista Renewables)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멕시코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멕시코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발전 신시장입니다. 2016년 6월 치와와 지역에 13.6MW

중국 자싱시 시조우 태양광발전소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며, 26.2MW 규모의 2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OCI는 멕시코 및 중남미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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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역량 확보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OCI 중앙연구소는 설립 이래 기초 화학제품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우리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을

» 사업부-사업장-연구소 협업체계

사업부-사업장-연구소 간 협업 프로세스 구축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 확보, 최신 응용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사업장과 연구소 간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사업부 전략에 연계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Chemical Innovation

VIsIon

차별
화

감
절

전담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하여 Chemical Materials 및 Tar Chemical 분야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및
화
다각

원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린에너지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장 시스템
•콜타르 기반 카본(Carbon)소재 개발

MIssIon

아
이
템

활동

•대용량 이차전지를 포함한 에너지

발굴

30%

10%

비중 3년 과제

비중 5년 과제

개
연구

•규소(Si) 기반 세라믹 무기소재 개발

•소비자 및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60%
비중 1년 과제

발

창출을 통한 회사 미래 제시

개발
연구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광발전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추진 과제 포트폴리오

사업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선도형 신사업

진행하였습니다. 카본블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본블랙 기술개발팀을 연구소 산하로 옮겨 카본블랙 관련

•보유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
•우수 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의 정예화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연구분야

수익 창출 과제

사업화 연구 과제

장기적 도전 과제

Cost Innovation

Diversification & Differentiation

New Product & Process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운영

연구개발 활동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 마련을 위해 2015년 9월 미국 텍사스에 미국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사업 제품군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통하여 매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중국 연구소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OCI Solar Power LLC 등 미국 계열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사업장 및

OCI China Co., Ltd., OCI Japan Co., Ltd. 등 계열사와의 교류 및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사업부에 밀착된 연구수행으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였습니다. 고효율 태양전지, NF3 순환기술, 2차전지

있습니다.

(RFB) 개발 및 Battery Management System 최적화를 통한 실증 등 산업·학계·연구기관이 연계된 정부과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방향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개선

신규 Grade Polyol 개발

카본블랙 신규 Grade 개발

사업부·사업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원가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하여 전력 사용량
절감에 기여

Flame Retardant용, PIR Board용 등
고객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4개 Grade를
개발 완료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상업
생산 중

타이어 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고내
마모용 타이어에 적용되는 신규 Rubber
Black Grade 및 Conductive Black
New Grade 3종 개발완료, 상업생산 중

계열회사 협업

Mission Solar Energy LLC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산학협력 강화

•연구개발 활동 확대
•원천기술 개발 및 입수

•선진기술 트렌드 입수
•글로벌 우수인력 확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기술력 향상
OCI는 Leakage-free 125 kW / 500 kWh Containerized VRFB 시스템의 자체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에너지 저장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사업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설비와 배관, 펌프 등의 주변기기의
구조 해석 및 고효율화를 통하여 상용화 가능한 시스템 에너지 효율 달성 및 운전기술을 확보하였고, 핵심 부품

» 연구개발 주요 성과

단위 : 백만 원,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1,634

33,136

2013

24

1.58

2014

1.32

2015

개발업체들과 기술협력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대량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리스크 제거를 넘어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2016
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회사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회사의 핵심 역량인

26,926
1.72

OCI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특허 경쟁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IP팀(특허팀)을 신설하였고, 단순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계획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5년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국내 특허권

해외 특허권

국내 상표권

해외 상표권

총계

등록

105

34

48

11

198

출원중

100

118

0

0

218

합계

205

152

48

11

416

•재생 에너지

Total Energy

•에너지 관리 기술전략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저장 시스템

Solution

•경제성 분석 및 수익 모델 발굴

•저가 에너지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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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혁신

원부원료 비용 절감 및 사용량 최적화
익산VIP 사업장은 2015년 총 9천 4백만 원의 원가 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주원료인 Fumed Silica의 등급 변경,

폴리실리콘 원가 절감

원부원료 계량오차범위 최소화 및 밀도 합리화를 통해 원부원료 비용과 사용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전력소모가

연구소는 반응기 개선, 폴리실리콘 제조 단위 공정 개선 및 최적화를 통해 폴리실리콘 제조원가 절감에 기여

많은 건조기의 운전 온도를 낮춤으로써 전력요금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포장 박스 높이 변경을 통한 포장량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와 군산 사업장은 Kg당 5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는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및 적재량 증가로 포장비와 운반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한편, Core 밀도 최소화를 통한 원료 사용량 최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신규 목표를 수립하여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구하였고, 규격 맞춤형 필름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26% 원가 절감
2014년

2015년

연간 3,000,000백만 원

42% 원가 절감

주원료 Grade 변경 및
원부원료 계량 오차범위 최소화

2018년

건조기 운전 온도 하향

포장규격 및 적재량 최적화

※ 100% 가동률 가정

공정 혁신 프로젝트
연구소는 새롭게 구축된 사업부-사업장-연구소 간 협업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와 공정 혁신 프로젝트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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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원
원가 절감

백만 원
원가 절감

백만 원
원가 절감

수행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2015년 인천 사업장 주요 원가 절감 항목

Overrun 과수 정제 공정 개발

반도체급 인산 정제 공정 개선

기존 생산 공정 개선

고순도 과수 생산량 증대

생산 효율성 향상

반응 설비 최적화

공정 운전방법 개선 및 경비 합리화
인천 사업장은 원료 원단위 개선으로 공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펌프와 압축기의 운전방법 개선을 통한 전력과

원부원료 구입방법 등 변경

139 백만 원

용수 사용량 절감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부원료의 장기계약 추진 및 대체를 통한 원료 단가 인하와 원료상품
용기 판매 및 기타 운영 경비 감축 등을 통해 원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생산 원단위 개선

122백만 원

사업장 설비 및 운전 개선
광양 사업장은 운전 설비의 교체 및 재사용을 통해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르래 크기를 변경하여
모터 속도를 낮추고 연마재의 일종인 Grit 저감 설비에 있는 에어 공급 라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Oil 분사용

전력 및 용수 공급 개선

97백만 원

노즐본체 부분을 재사용하는 등 원가 절감을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부원료
장기계약 추진
및 대체

펌프와 압축기
운전방법 개선

원료상품 용기
판매 및 운영
경비 감축

원료상품 용기 재활용 판매

Reactor Air 전환

도르래 크기 개선

Oil 분사 노즐본체 재사용

51백만 원
548백만 원 원가 절감
(목표 504백만 원 대비 8.7%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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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백만 원
원가 절감

백만 원
원가 절감

백만 원
원가 절감

품질 혁신
품질분임조 운영 및 전국대회 수상

원료 교체 및 운전 개선

사업장의 체질 개선과 발전, 직원의 능력 개발, 제품 품질 향상 추진을 위해 품질분임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포항 사업장은 원료 교체 및 운전 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촉매(Catalyst)를

사업장 품질분임조는 ‘수소 공정 잉여가스 공급방법 개선으로 LNG 사용량 절감’이라는 주제로 2015년 전라북도

교환함으로써 무수프탈산(PA)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잉여 스팀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카본블랙 생산설비 중

및 한국표준협회(KSA) 전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제41회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Carcass 공정의 원료분사 압력 상승을 통해 수율 및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품질경영을 위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 KOSHA 18001, OHSAS 18001, KGS
18001을 인증 및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Mix 원료 사용 가능한 촉매 교체

Carcass 원료분사 압력 증가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부가가치 Specialty Black 생산량 증대
광양 사업장은 Grit 저감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반응기(Reactor)를 개조함으로써 Specialty Black 생산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Specialty Black은 일반 카본블랙 제품보다 판매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품질 혁신을

26

963

159

백만 원
원가 절감

백만 원
원가 절감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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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보고측면 navigator
외부 이해관계자 관심도 →

>>
보고측면.
REPORT0202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13
11

18

10
16
12 14 09
15
내부 이해관계자 관심도 →

>>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에게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친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오염 예방 활동,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보고측면을 구성하는 핵심 이슈
Issue 09

원료 사용량 관리 및 재생원료 활용

Issue 10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재생에너지 사용

Issue 11

용수 사용량 관리 및 취수원, 방류지 보호

Issue 12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Issue 13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Issue 14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Issue 15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Issue 16

토양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Issue 18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보고 주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경영활동 측면에서 규제 강화 및

지속적 환경경영 추진

비용 지출 리스크인 동시에 신사업 창출 및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OCI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경영 활동을 통해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 기반을

친환경 사업장 구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미래 글로벌 그린에너지·
화학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속

OCI 물질흐름도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OCI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련한 국내외 규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또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사업장 구현

구조적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해결하는 친환경 사업장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

핵심 보고 측면에 대한 OCI의 약속

기후변화 대응

단기

중기

•친환경 인증 기준 획득 확대
•이해관계자 민원 최소화 및 대응
프로세스 개발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원 지속적 파악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생산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 할당
목표 달성
•국내 상쇄 배출권 발굴

장기
•원료 및 제품 운송 시 환경
영향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한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적용
•국내외 상쇄 배출권 발굴

3,149

75.0

68.8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총액

광양 사업장
포장재 재생 비율

익산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백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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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환경경영 추진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

친환경경영을 위한 전략 방향과 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차원으로

환경안전보건 회의

정기 회의체

구축한 SH&E(안전, 보건, 환경) 조직 체계를 통해 표준 매뉴얼 및 업무절차 제·개정 관리, 법규 제·개정 사항
검토, 내부 심사, 안전문화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본사

안전·보건·환경 전담 조직

에너지·온실가스 전담 조직

의 유지와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폐기물 저감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글로벌 환경경영

군산

포항

광양

익산

익산VIP

환경안전보건 회의 개최
사업장장 주관으로 현장근로자와 교대팀장, 부서장이 참석하는 환경안전보건 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협력회사 담당자 등 환경안전보건 관계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사업장 추진내용을 공유하는 등 환경안전보건 법규 관련 교육을

전략 방향

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유해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경영

친환경 공정 운영
포항 사업장 환경안전보건 회의

환경안전보건 회의 논의 사항

전략 목표
Climate Change

Global Standard

Pollution Prevention

Waste Reduction

환경안전

위해요소

환경안전보건

환경안전보건

유공자 포상

개선현황 점검

현안 논의

법규 교육

전략 과제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
물질 최소화

•폐기물 저감 및
재자원화를 위한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

포항 사업장 환경안전보건 회의 성과

활동 전개

활동 추진

2015년 환경경영 목표

사업장

광양 사업장

익산 사업장

정착

2015년 환경경영 주요 성과

•폐수 원단위 5% 저감

•폐수발생량 4.5% 저감

•RE폐기물 원단위 5% 저감

•RE 폐수처리오니 원단위 8.1% 저감

경
안
전

환

포항 사업장

안전문화

장
사업

군산 사업장

목표 환경
안
및
진

공유

석
보건
전 황분
현
행

사업장 환경경영 목표 및 성과

건

업무

토의

House Gas) Master Plan

및

•2020 GHG(Green

(ISO 14001 등)

환경안
전보

•친환경 인증 획득

순찰

의
강
안전

•이해관계자 민원 0건 이하 유지

•이해관계자 민원 미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관련 시설투자

•VOCs 처리 System 효율 개선 등 6건 투자

•수질오염물질 배출 감소관련 시설투자

•화학처리조 PHI 개선 등 진행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수행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100% 완료

환경안전보건 조직 격상

•토양오염 예방 관련 시설투자

•공정 우수로 수문 설치 등 진행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일반 폐기물 원단위 전년대비 5% 저감

•일반 폐기물 원단위 전년대비 4.6% 증가

•폐수오염부하 원단위 3개년 평균 대비

•폐수오염부하 원단위 9.5% 증가

있습니다. OCI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사 환경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하였으며, 직원들이 환경안전보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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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중장기 온실가스 관리 계획

온실가스 감축 활동

OCI는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 GHG(Green House Gas) Master Plan’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 사내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열 감소기술

군산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개선

32 %

또한, 생산 공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에서는 입열(Heat Input) 감소기술을 공정에 적용하여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 폐열 회수 성과

배출권거래제 1차

목표관리제 설정

목표

•정부 목표 달성

•정부 할당 목표 달성

•정부 할당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국내 상쇄 배출권 발굴

•국내외 상쇄 배출권 발굴

Item 발굴

연간

배출권거래제 2차

•배출권 거래 사내 기준 마련

4억 원 절감

포항 사업장 폐열 회수 비율

23 %

감축
전략

각 사업장

연구소

•비용대비 효과적 감축 시행

•배출권 구매비용 최소화 전략

•배출권거래제 대비 전략 수립

•상쇄 배출권 취득 프로젝트 모색

•온실가스 감축 항목 발굴

•신기술 적용 가능한 공정 발굴

•사업장별 감축 목표 이행

•사업장별 감축 목표 이행

•감축 기술 적용 방안 연구

•신기술 적용 및 개발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

2015년에는 생산 공정에서 총 62건의 온실가스 감축 항목을 발굴하여 관련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기술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용량과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사업장 TDI 생산 공정에서는 폐열을 활용한 스팀 생산 설비를

불량 증기 트랩 교체 및 수리
광양 사업장은 증기 트랩을 진단하여 143개의 불량 증기 트랩을 교체 및 수리하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한 분임조를 포상하였습니다.

불량 트랩 교체

저탄소 생산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생산 공정상 발생하는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과 포항 사업장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동력원 및 전력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광양 사업장 스팀 감축량

3,300 ton
1,577 백만 Kcal
케미컬 사업기획팀

폐열 회수 및 재사용

분임조

사무국

자가진단

정밀진단

분임조
Steam Trap Map
작성

포상

열병합발전 전력 외부 판매

포항 사업장 스팀 판매량

699,393 GJ

포항과 광양 사업장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에너지원으로 변환하여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병합발전에 더욱 집중하여 경제적 이익

익산 사업장 전력 절감량

368 kW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력 피크기간 관리체계 구축

» 직접 에너지 집약도

단위 : TJ/십억 원

(매출 대비 직접 에너지 사용량)

4.2
3.5

2013

2014

» 직접 온실가스 집약도

단위 : TJ/십억 원

(매출 대비 간접 에너지 사용량)

3.9

13.9

2015

2013

단위 : tCO2eq/십억 원

(매출 대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효율적 운영 및 운전 표준화 노력, 전력 피크 경보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368kW

15.2

15.1

2014

2015

» 간접 온실가스 집약도

익산 사업장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계 피크전력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의 전력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직접 에너지 사용증가량

단위 : tCO2eq/십억 원

734.0

782.5

간접 에너지 절감량

658

(매출 대비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11.5
340.4

» 간접 에너지 집약도

769.3

간접 온실가스 감축량

76,840

tCO2eq

32

2014

TJ

324.6

직접 온실가스 감축량

2013

2,203

TJ

2015

2013

2014

2015

123,651

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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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업장 구현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포장재 사용량 관리

친환경 사업장 구현 방향
OCI는 전사 차원의 환경경영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업용 인산 포장 시 사용되는 고순도 인산 Drum을

군산

친환경 기업과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사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료, 용수, 에너지, 화학

회수 및 재활용

사업장

물질 사용량과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용기(HDPE Drum 200L)를 세척하여

인천

환경투자 및 지출

CMK혼산 용기로 재활용

사업장

포장재 절감 실적

109백만 원
포장재 절감 실적

10백만 원

포항 사업장 카본블랙 생산 및 포장

군산
사업장

포항
사업장

광양
사업장

익산
사업장

•활성탄 재생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보완
•유해화학물질 누출 차단 수막설비 설치
•화학물질 상하차시설 개선

•탈황설비 보강 및 폐수처리장 설비 보수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시설 설치

환경투자 금액

1,708백만 원
환경투자 금액

663백만 원
환경투자 금액

•기존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투자

600백만 원

•대기오염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용제회수장치 운전

환경투자 금액

•폐포장재 보관소에 누출 방지시설을 설치

178백만 원

용수 사용량 관리

•공정에 사용하는 Process Water 등의 공업용수

광양

익산

•여과조(DMW) 사용량 축소로 여과조 생성에

사업장

포항
사업장

광양
사업장

익산
사업장

•TDI 공정 개선을 통해 원료 원단위 개선

•O-X 전용 촉매를 혼합 원료 투입이 가능한 촉매로

원료 절감량

186

톤

963백만 원

•납사 단가를 예측, 최적 Load로 운전하여

납사 절감량
(2013년 대비)

•공정 온도 조절 및 Load up 운전을 통해 스팀 및
납사 사용량 절감

5,500톤
용수 절감량

1,500톤

•폐질산을 집수조 pH조절제로 재활용
•약 321톤의 폐수 자체 처리 및 6천 2백만 원 비용 절감

•폐수처리장의 슬러지탈수판을 반영구적인 재질로

광양
사업장

개선하여 에너지 및 자원낭비 축소
•탈수효율의 증가로 슬러지 발생량 26.6톤 저감

폐수처리용량

10,500톤/일
폐수처리용량

960톤/일

고정비 절감

교환하여 PA 생산량 증가 및 고정비 절감

납사 사용량 조정

용수 절감량

수질오염 관리

사업장

군산

투입되는 공업용수 사용량 절감

사업장

군산

원료 사용량 관리

사용량 절감

사업장

군산 사업장 폐수 자체처리 프로세스

691MT

1차 처리

2차 처리

유기 폐수

납사 절감량

6,800 L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공정

군산시

군산 사업장
생산 공정

하수종말
무기 폐수

처리장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한
COD, SS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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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리

환경안전물류시스템 구축

OCI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인 TMS(Tele Monitoring System)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운송법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송관리시스템(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을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OCI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ng

구축함으로써 운송안전을 강화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운송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운송안전 강화와

Chemicals)을 직접적으로 생산·판매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산의 투명성, 물류 흐름 및 비용분석의 가시화 등 운송 프로세스 업무의 표준화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학물질 운송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군산
사업장

광양
사업장

익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수막설비 설치

•탈질 Burner 및 무촉매환원법 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용

•미반응 산소 및 질소에 동반된 용제를 회수하여 재사용
•흡착탄 운전 개선으로 오염물질 및 악취 제거

질소산화물 저감

14.8 %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송관리 목표

•운송차량 환경안전 관리 시스템 지침서 제정

질소산화물 배출

145ppm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송배출 저감

운송관리 중점 추진 활동

•운송차량 사고 대비 비상조치훈련 실시
•운송차량 일상 점검 및 운전자 교육 실시

(법적기준 200ppm)

대기오염물질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운송

방지설비 면제시설

원부원료 이송 시 사고발생 대응

폐기물 배출량 관리

•운송사고 대비 비상사태 조치훈련
(각 사업장별 반기 1회 이상 실시)

군산
사업장

포항
사업장

•폐질산 관리를 통한 위탁처리 폐기물 저감

•폐유 및 폐목재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저감

폐기물 저감량
약

280

톤

사업장

•중점관리 대상 폐기물 저감

•통근버스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지침 강화

•주요 생산 제품 비상방재물품 비치

•통근버스 선정 및 관리 기준 일원화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 사업장 비상대응팀

•통근버스 및 운전기사 관리를 위한
일일 안전점검표 표준화

출동 조치

폐기물 저감량
약

636톤

군산
사업장

광양

통근버스 안전 관리 강화

제품 운송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차량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
템을 구축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송차량 GPS 추적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폐기물 저감량
약

8톤
광양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환경·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장에
출납 되는 물류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함으로써 물류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리
OCI는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별 특정 오염 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마무리한 포항 및 광양 사업장의 토양오염복원 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2015년에 실시한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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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장 운영

oCI

용수 사용량 관리

물질흐름도

대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OCI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용수 사용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절감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절감, 용수 재자원화, 절감시설 활용 등의 3대
전략을 구축하는 등 사업장별로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료 사용량 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OCI는 공정 내 원료 사용량 절감을 위해 각

298,960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단위 : 톤

Sheet)를 통해 원활히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량 절감 등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위해

있습니다.
2013

1,301,111

1,304,149

1,257,471

2013

2014

2015

2015

2013

2014

2015

※ 2015년 산출기준 변경

단위 : 톤

원료 사용량

2014

12,262,594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생산혁신, 공정 내 부산물 사용, 원부원료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43,673 11,373,372

물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210,532

단위 : 톤

용수 사용량

사전 유해성 분석을 제도화하여 신규사용

318,374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활동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2,563,801

2,718,567

2013

2014

단위 : tCO2eq

2,518,076

방안 이외에도, 임직원의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선도하고
단위 : TJ

에너지 사용량
40,520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관리

2015

에너지 다사용 문제를 전사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45,308

43,763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매년 계획대비 에너지 사용실적을
집계하여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

폐기물 배출량 관리
OCI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각 사업장의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단위 : 톤

폐기물 배출량
45,072

43,000

단위 : 톤

폐수 배출량
2,269,463

2,516,275

2,504,439

33,623

허가받은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는

효과적인 폐수 배출량 관리를 위해 기존 법규보다 엄격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체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폐수는 1차로

폐기물 재활용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2차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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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량 관리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으로 직접 방류 및 하수종말처리장 이송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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