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I 기업개요

OCI는 기술력, 공정 노하우,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화학산업과 태양광발전산업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 화학기업이 되겠습니다.

자회사 지분율 자회사 지분율

OCI Enterprises Inc. 100.0 OCI 정보통신(주) 100.0

OCI China Co., Ltd. 100.0 OCI 스페셜티(주) 68.2

OCI Global Ltd. 100.0 OCI SE(주) 100.0

OCI Vietnam Co., Ltd. 100.0 OCI 파워(주) 100.0

OCI Japan Co., Ltd. 99.9

주요 자회사 지분 보유 현황

회사명 OCI 주식회사(OCI Company Ltd.)

설립일 1959년 11월 8일

상장일 1976년 6월 2일(결산월 : 12월)

대표이사 이수영, 백우석, 이우현

자본금 127,247백만 원

발행주식 수 23,849,371 주

종속회사 수 47 개

임직원 수 2,686 명

기업 개요

단위 : %

SunAction Trackers LLC(Texas, US)

Philko Peroxide Corp.(Manila, Philipines)

OCI Vietnam Co., Ltd.(Binh Doung, Vietnam)

Elpion Silicon Sdn. Bhd.(Banting, Malaysia)

OCI Japan Co., Ltd.(Tokyo, Japan)

OCI China Co., Ltd.(Shanghai, China)

OCI Solar(China) Co., Ltd.(Zhejiang, China)

OCI(Jiaxing) Solar Technology Co., Ltd.(Zhejiang, China)

OCI(Wuxi) Solar Technology Co., Ltd.(Jiangsu, China)

Tangshan OCI Chemical Co., Ltd.(Hebei, China)

Shandong OCI Co., Ltd.(Shandong, China)

Shandong OCI-Jianyang Carbon Black Co., Ltd.  
(Shandong, China)

Ma Steel OCI Chemical Co., Ltd.(Anhui, China)

OCI Global Ltd.(Hong Kong, China)

Mission Solar Energy LLC(Texas, US)

OCI Alabama LLC(Alabama, US)

OCI Solar Power LLC(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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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주주 현황

10.0%

23,849,371

66.0%

24.0%

15,737,161 주

5,720,992 주

2,391,218 주

2015.12.31기준

2015

2,302

2013

2,238

2014

2,420

매출 현황 단위 : 십억 원

▒ 개인   ▒ 기관   ▒ 외국인

자산 현황 단위 : 십억 원

20152013 2014

7,2997,302 7,419

OCI 주식회사

천안 사업장(OCI 스페셜티(주))

인천 사업장

군산 사업장(OCI SE(주))

군산 사업장

익산 사업장

익산VIP 사업장

안산 사업장((주)OCI-FERRO)

공주 사업장(OCI 스페셜티(주))

포항 사업장

온산 사업장(오덱(주))

광양 사업장

OCI 정보통신(주)

OCI 파워(주)

 본사 및 국내 사업장

 국내/외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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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전략

그린에너지·화학산업의 글로벌 리더

OCI는 ‘글로벌 그린에너지·화학산업의 리더(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라는 비전 하에 기회, 도전, 변화라는 핵심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전사 경영 

전략에 따라 경제, 환경, 안전, 사회적 측면에서 OCI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Ies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Growth

환경, 안전,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활동으로 인류와 함께 성장

선택과 집중 

Focus on Core Business

경쟁력 있는 기존의 기술력과 신규 기술을 

핵심 사업화하여 성장사업으로 육성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속에서 혁신, 최고의 기술역량, 

자원최적화를 추구하여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

OUR 
WAY

VIs                    Ion

oUR  WAY

혁신 Innovation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시도하고 제안하며 핵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능력

생산기술역량 Operational Excellence

생산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능력

핵심기술 Core Technology Leadership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능력

자원최적화 Resource Optimization

대내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최고의 서비스, 기술, 제품을 

창출하는 능력

개방적 기업문화 Openness in Corporate Culture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개방된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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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Customer-Focused

고객에 대한 명확한 이해, 고객의 입장에서 

비롯된 생각,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만족과 감동 실현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사회의 신뢰받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

인재육성 

Talent Development

모든 직원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육성

끊임없는 혁신으로 직원,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그린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

도전정신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

OUR 
FUTURE

OUR 
VALUES

VIs                    Ion

oU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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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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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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