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폴리실리콘 제1공장 완공을 시작으로 2015년 1분기에 

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 투자까지 완료하며, 연산 52,000 

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OCI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태양광발전 산업 내에서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제3공장 투자 완료

2015년 6월, 군산 사업장의 폴리실리콘 제2공장에서 밸브 수리 

중에 사염화규소가 누출되었습니다. 누출 즉시 해당 공정을 

중지하여 누출량을 최소화하였고, 사업장 및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OCI는 사고 이후 설비 

종합 점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편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업장 화학가스 누출 사고 발생

미국 내 소다회 사업 부문 자회사인 OCI Chemical Corporation

과 특수가스 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인 OCI 머티리얼즈(주)를 

매각하였습니다. OCI는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발전사업 및 ES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미국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인 Alamo 프로젝트가 순항하여 Alamo 6를  

착공하였으며, 추가로 50MW 규모의 Alamo 6+를 수주하였습니다. 

Alamo 프로젝트는 총 4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전력공급계약으로, 

미국 지방정부의 태양광 프로젝트 중에서 최대 규모이자 미국 내 역대  

두 번째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Alamo 6 착공, Alamo 6+ 수주

oCI 2015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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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OC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국 Dow Jones와 스위스 투자평가사 Robeco SAM이 선정하는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Asia Pacific 화학 부문에 6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OCI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Asia Pacific 지수 6년 연속 편입

중국 우시(Wuxi)시 정부와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하고, 저장(Zhejiang)성 자싱(Jiaxing)시 등에 총 1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OCI는 2015년 12월,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중국 태양광 

프로젝트의 총괄 회사인 OCI Solar(China)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OCI Solar 

(China) Co., Ltd.는 중국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등을 진행하며,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국 태양광발전 시장 진출

OCI는 ‘안전은 행복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본사와 사업장 

에서 ‘Napo 안전동영상’을 방영하고 있으며, 해외 출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달 안전·환경에 대한 CEO와의 대화를 통해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안전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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