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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원칙과 기준

2019 OCI 통합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Core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OCI의 열한 번째 보고서로 2010년

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이행현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 이슈를 기반으로 

3대  보고주제 (Material  topic)를  구성하였으며  경영접근방식

(MA: Management Approach)을 통해 주제별 기회 및 위기 요인, 

단/중장기 이행 과제, 재무적 영향력, 주요 성과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일부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까지의 활동을 

기재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OCI 본사, 연구소, 연수원을 포함하여 군산, 포항, 광양, 익산, 

익산VIP 및 OCI Solar Power LLC, Shandong OCI Co., Ltd., Shandong 

OCI-Jianyang Carbon Black Co., Ltd., Ma Steel OCI Chemical Co., 

Ltd., OCIM Sdn. Bhd. 등을 보고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 정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 안전·보건 현황 등 OCI 별도 기준으로 작성된 

데이터에는 보고 범위를 주석에 표기하였습니다. 보고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각 항목에서 변화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제 3자 검증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및 작성된 제반 정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의 공식적인 검증을 받아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는 P.72-73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무 정보는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거쳤으며(적정 의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검증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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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리뷰

OCI는 2019년에도 재무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였으며, 경쟁력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전 사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인 비용절감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핵심 경쟁력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현실과 향후 도전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OCI 주력 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2조 6,051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하면서 1,80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직케미칼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조 2,110억 원과 

2,2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산, 과산화수소, 클로르 알카리 등 

동 사업부문의 일부 제품 판매는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주력 제품인 폴리실리콘의 평균 판매가가 2017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은 2019년 

1/4분기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잠시 반등하였으나, 총 수요의 140% 

수준에 육박한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누적된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부문의 2019년 매출액은 1조 1,330억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5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주요 제품군의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당해 매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BTX 사업 및 현대OCI 합작사의 카본블랙 

사업에 힘입어 국내 매출은 상승했으나, 중국 자회사의 카본블랙과 피치 

사업의 경우 중국 시장 수요가 급감하면서 3/4분기 이후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886억 원과 

2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OCI의 태양광 모듈 

자회사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소재 Mission Solar Energy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1월에 영업양수한 Kaco New Energy Korea의 태양광 인버터의 견실한 

판매실적으로, 태양광발전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 발전 자회사인 OCI SE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시장 

변동성 및 설비의 정비 기간 연장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주요 운영 실적

베이직케미칼 부문의 경우,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ak) 폴리실리콘 

공장의 Revamping이 지난 3월 완료되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총 생산 능력은 10,000MT 증가한 27,000MT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라와크 공장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효율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군산공장은 변동성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기존 공급량 확대를 위해 현재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품질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부문은 국내 카본블랙 및 BTX 생산 등을 

통해 견실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작사인 현대OCI의 경우 

카본블랙 생산능력을 기존 100,000MT에서 150,000MT로 확대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X 또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였으며, 시장 회복 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창사 60주년을 맞이하여, OCI가 달성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떠올리며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기존 사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에 집중함과 동시에 도시개발, 바이오사업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OCI는 새로운 전환기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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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자회사 DCRE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어, 

세금 및 인허가 문제로 십여 년간 지연된 기존 인천 사업장 부지에 

위치한 용현·학익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OCI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2조 8,000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맺고, 2025년까지 약 13,000세대를 비롯해 상업, 

유통, 문화시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미·중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으나 

가장 어려운 협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양대 

강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사회 활동의 면면을 뒤흔들어 OCI는 

현재 가장 어려운 사업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OCI는 전 부문에 걸친 비용절감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조와 작업공정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저하게 평가할 방침입니다.  

비용절감과 관련한 검토 후에는, 이전의 수익률을 회복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서 OCI의 세계적인 기술과 품질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 사업 포트폴리오에 걸쳐 고부가가치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CI의 우수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십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고객의 니즈를 적시적소에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고객사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당면과제로 안전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 발족한 OCI의 SaFETy 2020 프로그램은 지난 한 해 동안 

당사의 안전 성과를 향상시켜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신용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OCI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공고한 입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OCI는 세계 화학 및 소재 부문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 

입니다. 창립 70년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OCI는 향후 10년 혹은 그 

이후까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역량과 비전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OCI에 그간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글로벌 리딩 그린 에너지 및 화학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OCI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CI 주식회사 사장

김 택 중

에너지솔루션 부문은 지속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독일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의 

한국 자회사인 Kaco New Energy Korea의 영업양수를 통해, 센트럴 

인버터와 전력변환 계통 개발 및 제조 기술 뿐만 아니라 스트링 

인버터를 국내 및 일본시장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제약 사업에서는 2019년 유망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나노약물전달기술을 활용한 암 치료제 연구기업인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SN BioScience), 신규 기술 선점을 위한 

시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펀드(Synergy Bio Healthcare Venture 

Fund), 암 조기진단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바이오 기업인 뉴클레익스 

(Nucleix) ,  동종이계방식 면역항암 세포치료를 연구 중인 미국 

에이디셋바이오(adicet Bio)에 대한 투자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사업전망

2020년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시장환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OCI 또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제에 당면하였으나, OCI는 우수한 

인재와 제품, 네트워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견실한 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이직케미칼 부문의 경우 2020년에는 국내 폴리실리콘 설비 운영을 

대대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군산 P2와 P3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P1 공장에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본격적인 생산에 집중한다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품질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 및 신규 고객에게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장기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포스코케미칼과 합작사업을 

통해 고순도 과산화수소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신규 공장이 광양에 완공되면 50,000MT에 달하는 공업용 및 

전자급 과산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부문은 지난 몇 년간 증설한 설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신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다각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중국 자회사의 수익성 회복은 COVID-19의 확산 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중 무역갈등의 종료 등 외부 요소에 크게 달려 있지만, OCI는 

지속적으로 국내 및 현지 파트너들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 대산에 위치한 현대OCI 카본블랙 합작사에 기반한 현대오일뱅크와의 

파트너 관계는 50,000MT 증설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로써 

현대OCI는 카본블랙 생산능력을 총 150,000MT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경우,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Kaco New Energy 

Korea의 영업양수를 통해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센트럴 인버터 및 

전력변환기술을 바탕으로 분산형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원스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OCI는 폐배터리 재사용을 통해 세계 에너지솔루션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는 목표로, 

현대자동차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위치한 

당사가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폐배터리와 

OCI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술을 테스트하는 2건의 공동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제약 사업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신규 항암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생명공학 

투자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OCI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자를 넘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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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소개 Key Figures

1  
USD 수치는 2019년 평균 원화-

미화 환율 1,166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OCI의 모든 재무기록은 원화 

기준이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미국 달러화 수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USD 수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원화-미화 환율 1,154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OCI는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OCI는 1959년 설립 후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고효율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솔루션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이직케미칼 ,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에너지솔루션 부문 외 바이오제약, 도시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전 세계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그린에너지·화학산업의 리더(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유망 기술에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직원,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화학제품을 생산

도전정신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혁신, 운영 우수성, 

자원최적화를 추구하여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

글로벌 그린에너지·화학산업의 리더

Chance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는 자에게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시장과 고객, 사업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미래 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태도로 도전을 맞이하겠다는 용기를 

지녔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통한 혁신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여 함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Challenge Change

2017 2018 2019

KRW USd KRW USd KRW USd

연결기준 실적

매출액 1 3,632 3,214 3,112 2,828 2,605 2,235

영업이익 1 285 252 159 144 -180 -155

순이익 1 233 206 104 94 -807 -693

EBITDa 1 587 519 460 418 130 112

자본적 지출 1 113 100 277 252 157 135

자산총계 2 6,078 5,675 6,078 5,062 4,811 4,168

부채총계 2 2,662 2,485 2,662 1,938 2,125 1,841

자기자본총계 2 3,416 3,189 3,416 3,124 2,686 2,327

총자산이익율 3.8% 1.8% -15.4%

자기자본이익율 7.0% 3.0% -26.1%

순부채비율 26% 16% 31.5%

레버리지 비율 78% 62% 79.0%

안전책임

도수율 1.20 0.55 0.39

환경책임

CO2 배출량(tCO2-eq) 2,355,931 2,262,324 2,116,274

폐기물 재활용 39% 59% 48%

용수 사용량(톤 단위) 13,030,474 13,118,402 12,084,985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금액(단위: 십억 원) 1.6 0.5 0.7

총 사회공헌 시간 3,930 3,684 2,620

Vision

Our
values

Our future

Ou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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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figures

매출액
(단위: 십억 원)

사업장 수2,605 30EBITDA
(단위: 십억 원)

총 임직원 수130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180 3,288

2019 실적(연결기준) 운영 현황

OCI 사업소개

베이직케미칼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에너지솔루션

부문별 매출 비중
(연결 조정 전)

핵심 제품

• 폴리실리콘

• 과산화수소

• 흄드 실리카

• 인산

• 클로르 알카리

• 염화칼슘

매출액
(단위: 십억 원)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1,211

(229)

43 %

부문별 매출 비중
(연결 조정 전)

핵심 제품

• 카본블랙

• TDI

• 피치

• BTX

• 무수프탈산

• 가소제

매출액
(단위: 십억 원)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1,133

53

40 %

부문별 매출 비중
(연결 조정 전)

핵심 제품

• 태양광발전

• 열병합발전

매출액
(단위: 십억 원)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389

28

14 %

운영 하이라이트

폴리실리콘 원가절감 국내 신용등급

5 % A+ 
(Negative)

R&D 포트폴리오

단기 프로젝트

원가 혁신

중기 프로젝트

다변화 및 차별화

장기 프로젝트

신제품 및 프로세스

60 % 30 % 10 %

환경안전 책임

CO2 배출량

도수율

2,116

0.39

2,262

0.55

2,356

1.20

총 배출량(단위: ktCO2-eq)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금액

총 사회공헌 시간

2,620 

3,684

(단위: 십억 원)

2018

2019

0.7

0.52018

2019

2019 in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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