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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OCI는 2008년 이후 군산공장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ak)  공장의 생산능력을 

27,000MT으로 증대하여 총 79,000MT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군산 P1 공장은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에 집중할 방침이며, 말레이시아 공장은 

업계 최고 품질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지속적

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인산

OCI는 2003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인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능력은 

30,000MT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 

중입니다.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고순도 인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019년에는 반도체용 생산

능력을 20,000MT으로 증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한 생산능력을 강화

시켜 점차 늘어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과산화수소

OCI는 익산공장에서 1979년부터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과산화수소 공급

업체인 OCI는 전자급 과산화수소 50,000MT을 

포함하여, 현재 총 85,000MT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작파트너인 포스코케미칼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50,000MT급 공장이 광양에 신규 완공 

되는 2022년 말 이후에는 전자급 및 디스 

플레이용 고부가가치의 고순도 과산화수소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흄드 실리카

OCI는 군산공장에서 2006년부터 흄드 실리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OCI는 국내 9,000MT 

및 중국 6,000MT, 총 15,000MT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5대 흄드 실리카 생산기업 

입니다.

2019년에는 늘어나는 고부가가치 시장수요에 

대응하고자 군산공장의 소수성 흄드 실리카 

생산능력을 기존 500MT에서 1,000MT으로 

증대시켜, 단기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클로르 알카리

OCI는 군산공장에서 1990년부터 클로르 

알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OCI는 자체 

사용 및 국내 시장에 117,000MT에 달하는 

클로르 알카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OCI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사업장 

내에 자체 클로르 알카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OCI는 향후에도 자체 사용량뿐만 아니라 늘어 

나는 고객사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클로르 알카리의 생산량을 확대하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카본블랙

OCI는 한국 및 중국에서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본블랙 생산업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연간 500,000MT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150,000MT은 합작사인 현대OCI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TDI

OCI는 1990년부터 군산공장에서 TDI를 생산

하고 있으며, 50,000MT의 생산능력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 

되면서 TDI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로린, 수소 등 주요 공급원료를 자체 조달

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 있는 생산원가는 

향후 세계 수요가 반등하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치

OCI는 한국에서는 1976년부터, 중국에서는 

2009년부터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를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OCI는 현재 세계 3대 

액상 피치 공급사로 4개 사업장에서 총 생산

능력은 531,000MT(한국 202,500MT, 중국 

328,500MT)에 달합니다. 

전방산업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중국 알루미늄  

제련소들이 가동을 줄여 나감에 따라 피치 

수요는 2019년 하락했습니다. 이에 OCI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어려운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BTX

OCI는 1995년부터 광양공장에서 BTX를 

생산해 왔습니다. 현재 OCI는 국내 유일의 

석탄계 BTX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 생산 

능력은 260,000MT입니다.

벤젠 가격은 전반적인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부족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지속

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원료 공급업체들

과의 견실한 관계를 기반으로, 세계 제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면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직케미칼 

베이직케미칼 부문의 2019년 매출액은 구조 

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년대비 14% 

감소한 1조 2,1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BITDA 역시 주력 사업의 지속적인 어려움 

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부문의 2019년 매출액은 

미·중 무역갈등과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중국 경제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면서 전년대비 21% 하락한 1조 1,3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본블랙, 피치, TDI 등 주요 

제품의 판매량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EBITDA 또한 전년 대비 60% 급감한 8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직케미칼 /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1  과산화수소

 2  폴리실리콘

 3  흄드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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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OCI는 미국, 중국, 한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OCI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걸쳐 710 MWdc에 달하는 독립발전 

사업(IPP) 및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 공급하는 

( E P C )  프 로 젝 트 를  완 료 했 으 며 ,  현 재 는 

108MWdc에 달하는 IPP 및 EP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 개발 건은 없었으나, 태양광 

발전시장에서 입지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OCI의 

태양광 모듈 자회사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소재 Mission Solar Energy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Mission Solar Energy는 현재 

20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공장을 전면 가동 

중입니다. 

국내의 경우, OCI는 세계적인 독일 인버터 

제조 기업인 Kaco New Energy Korea의 영업 

양수를 통해 원스톱 토털 솔루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Kaco New Energy 

Korea 인수를 통해 현재 고성능 태양광 시스템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 인버터와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핵심 기법과 제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Kaco New Energy의 

스트링 인버터를 한국과 일본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2019년 매출 향상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주목할 만한 다른 성과로는 현대 

자동차그룹과의 협약 체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OCI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성능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 2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실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공주와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소 2개 부지에서 ESS를 테스트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발전 및 ESS 프로젝트의 

성능개선과 기술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

OCI의 자회사인 OCI SE는 군산사업장 인근 

새만금 산업단지 내 303MW급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간 인천, 광양, 

포항 사업장에서 가동해 온 열병합 발전소의 

폭넓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배출가스 관리를 

적용 중입니다.

2019년에는 2/4분기에 있었던 유지보수 활동 

및 국내 REC 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 재고 

자산 평가손실로 인해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 

하였습니다. OCI SE는 석탄 외에 우드펠릿을 

비롯한 연료 혼합물을 발전소 가동에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2019년 매출액은 

계통한계가격(SMP)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20% 감소한 3,886억 원을 기록했으며, 

EBITDA 또한 681억 원으로 전년대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OCI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우리 사회와 산업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OCI 중앙연구소는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로 전체 사업부문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19년에는 

획기적인 기술/제조 혁신을 통해 사업 전면에 

걸쳐 대대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능과 품질 면에서 

업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OCI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고객사,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화학 및 

소재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 동향과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OCI는 전 세계 바이오 혁신기업 및 투자자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투자활동과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폭넓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신규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2018년 바이오제약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2019년에는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에 

투자하여 신규 바이오제약 부문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노약물전달기술을 

활용한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SN BioScience)에 

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접근하기 위해 시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펀드(Synergy Bio Healthcare Venture 

Fund)에 3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액체생검을 통해 방광암과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바이오기업인 

뉴클레익스(Nucleix)에 미화 4백만 달러, 

동종이계 방식 면역 항암 세포치료를 연구 중인 

미국 에이디셋바이오(adicet Bio)에 7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연구개발 파트너십과 유망 

바이오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해 낼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바이오제약

연구/개발

알라모 태양광 발전소, 미국, 텍사스주 Solar PV projects In MWdc

전체

710 MWdc

특허 출원건수특허 등록건수

전체

226
전체

273

169 138

104 88

한국한국

세계 세계

에너지솔루션 / 바이오제약 / 연구/개발

40
22

648

한국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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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주요 사업부문

OuTPuT

베이직케미칼 

각종 산업분야의 필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무기화학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태양광 산업 관련 대표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과산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태양광발전설비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며 수익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인 

전력변환장치(인버터)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제철용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Pitch, BTX,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암분야 첨단기술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진행 중이며, Open 

Innovation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및 신약 개발능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MANUFACTURED

협력업체

918개

협력업체 구매금액

1조 1,601억 원

유형자산

2조 419억 원

SOCIAL&RELATIONSHIP

사회공헌 시간

2,620시간

사회공헌 참여 인원

782명

사회공헌 금액

6억 5,100만 원

FINANCIAL

매출액

2조 6,051억 원

영업손실

1,806억 원

당기순손실

8,074억 원

NATURAL

온실가스 배출량

2,116,274tCO2eq

폐수 처리량

2,394,288m3

용수 재활용률

6.1%

INTELLECTUAL

무형자산

461억 원

R&D 투자액

(매출액 대비 비중)

239억 원(1.0%)

연구개발 인력

(전사 인력 비중)

135명(6.3%)

FINANCIAL

자산

4조 8,112억 원

자본

2조 6,857억 원

부채

2조 1,255억 원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23,849,371)

1,272억 원

INTELLECTUAL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

543건

정부과제 연구개발 실적

2건

NATURAL

에너지 사용량

37,676TJ

원재료 사용량

1,348천 톤

환경 투자금액

258억 원

용수 사용량

12,084천 톤

HUMAN RESOURCES

종업원 수

2,145명

급여 총액

1,484억 원

신규 채용 수

100명

교육시간

40,315시간

HUMAN RESOURCES

사회적 소수계층 고용 비율

4.6%

여성 인원(비율)

120명(5.6%)

임직원 도수율/손실률

0.4% / 0.01%

평균 근속연수

14.4년

SOCIAL&RELATIONSHIP

장학금 전달, 초등학교 중식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장애인표준사업장(OCI Dream) 설립

Solar School Project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실적(누적) 
58억 2,900만 원

269개 초등학교

BusINess ACTIVITIes

•회사 내부 자원 효과적 활용

•인권정책 수립

•고객센터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구매 모니터링 실시

•상생협력 관계 강화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송 및 물류 리스크 검토 및 관리

•연구 개발 과제 고도화

•신사업 발굴 추진

•원가 경쟁력 확보

•제품 생산 효율성 확보

•환경 및 안전 경영시스템 인증

MANUFACTURED

주요 생산량

1,157천 톤

품질 인증

ISO 9001, IATF 16949, KS M 1112 등

생산가동시간(비율)

5,227시간(66%)

Sustainable Value Chain

sustainable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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