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I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에 두고 강력한 리스크 관리와 공정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기업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

경영에 앞장서며 인권존중과 상생협력,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갑니다.

30 기업 지배구조

33 통합 리스크 관리

36 윤리경영

38 환경경영

40 인재경영

42 공급망 관리

44 지역사회 가치창출

GeNeRAl
TOPICs

OCI INTEGRATED REPORT 2019 2928



지배구조 원칙

OCI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사내이사(대표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모든 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며,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이 결정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선임 시 결정되며, 시차 

임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업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OCI는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산하위원회를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말 기준 감사위원회는 5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 법률, 회계·재무, 특허, 경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산업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을 성별, 인종, 민족, 출신국가,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말 기준 여성 

이사는 2명입니다.

이사회 보상 기준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에 대한 성과, 담당 업무, 회의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주요 업무 및 직책에 따른 기본급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의 보수 산정은 회의 참석률,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주

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액은 80억 원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의 총액은 

약 39억 4천만 원으로, 전년 33억 7천 2백만 원 대비 17% 증가(총 이사 수 

증가, 2018년 7명, 2019년 9명)하였습니다.

2019 지배구조 개선사항

OCI는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CI는 이사후보

의 선정 시 상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과 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가치 권익 침해에 

대해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이사회 구성 현황

기업 지배구조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백우석

•(現) OCI(주) 대표이사 회장 

•(現)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現) 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

이우현

•(現) OCI(주) 대표이사 부회장

•(現)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現) 서울상공회의소 비상근 부회장

•(現) Director, OCIM Sdn. Bhd.

김택중

•(現) OCI(주) 대표이사 사장

•(現) OCIM Sdn. Bhd. Director

•(現) 한국클로르알카리 공업협회 감사

•(現) 한국정밀화학산업 진흥회 이사

김상열

•(現) OCI(주) 기타비상무이사

•OCI(주) 고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사외이사

유기풍

•(現) OCI(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現)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現) 한전공과대학교 교육이사

•(주)포스링크 사외이사

한부환

•(現) OCI(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주)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 /

　감사위원

•제43대 법무부 차관 

장경환

•(現) OCI(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주)대한항공 부사장 /

　전략본부장 / CFO

•KPMG Consulting Korea 

　대표이사

•KPMG US audit Partner

안미정

•(現) OCI(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現) 메디포스트 사외  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現)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변리사

강진아

•(現) OCI(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선임 절차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회 독립성 결격사유

2017

2017

12 12
2019

2019

11
2018

2018

■ 부의 안건   ■ 가결 안건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29 29 27 27 24 24

이사회 개최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부의/가결 안건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단위: 회)

(단위: %)

(단위: 건)

(단위: 백만 원)

제 1단계 | 독립성 적격 심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토

제 2단계 | 사외이사 후보군 형성

전문성, 성별 다양성 등 고려 

제 3단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제 4단계 |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선임 의결

2019 20192018 20182017 2017

100
1,892

66 55

1,051
914

57

91
97100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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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와 주요 업무 감사 

등을 수행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경영위원회는 타법인 출자 등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OCI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발생할 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세부방침

•OCI의 사업 수행 및 조직 운영과 연계된 리스크의 명확한 정의

•정의된 리스크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 확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및 주기적인 검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 관리 문화 구현 및 정기적·상시적

 보고체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리스크 관리 정책 및 세부방침을 정립하여 전사 경영 차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별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표를 활용하여 연초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연 2회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세부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 

합니다. 아울러 주관부서는 리스크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 및 운영하여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리스크 관리

OCI는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 등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하며, 임직원은 매매체결일

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당해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리스크 관리 강화

시장, 외환, 신용, 유동성 등을 포함하는 재무적 리스크와 환경, 사회 분석을 

통한 비재무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리스크의 

특성에 맞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리스크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성과평가

OCI는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개발, 조직 운영 및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성, 이사회 참석률 등을 평가합니다. 이사회 성과평가 시,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성과와 함께 리더십, 중장기 사업 과제 

달성 수준, 기타 경영상 주요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 사업장 안전보건, 협력회사 동반성장, 

사회공헌 추진실적 등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 통합 리스크 관리

위원회명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우현 유기풍*,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감사위원회 장경환*, 유기풍, 한부환, 안미정, 강진아

경영위원회 백우석*, 이우현, 김택중 김상열

보상위원회 백우석* 유기풍,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내부거래위원회 한부환*, 유기풍,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위원장

위원회명 일시 주요 안건 참석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019.03.06 이사 후보 추천의 건

100%

감사위원회

2019.02.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승인의 건

2019.03.06 제45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19.03.26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2019.04.24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 등의의 건

2019.07.24 부의안건 없음, 보고사항 5건

2019.10.30 부의안건 없음, 보고사항 7건

2019.12.19 2020년도 내부업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보상위원회
2019.03.06 2019년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

2019.03.26 이사보수 조정 승인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2019.03.26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019.07.24 부의안건 없음

2019.10.30 부의안건 없음

2019.12.19 대규모 내부거래(상품ㆍ용역) 승인의 건

*2019년 경영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없음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이사회 산하 위원회 주요 활동 내역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경영관리부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필요 방침 제공

•리스크 파악 결과 도출

•대응방안 승인 및 실행 보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사항 요구

•점검 및 개선요구, 결과보고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 및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 작성자/검토자

 지정 및 평가결과 승인

•관련 조치 및 이행사항 정보 보고

사업/영업부문 생산/연구부문

최고경영자
사업장장(사업장)

최고경영자(전사)

리스크 점검

주관 부서장
실무자

승인점검

보고

심의·승인

리스크 인식

STEP 01

리스크 별 

관리 방안 

수립

STEP 03

모니터링 및 

대응

STEP 04

리스크 분석 

및 주요 

리스크 도출

STEP 02

Integrated Risk Management
통합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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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스크 관리

재무 리스크

리스크 정의 및 대응 현황

비재무 리스크

리스크 선정 배경 리스크 선정 배경리스크 영향 리스크 영향리스크 대응 방안 리스크 대응 방안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이 약 53%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 상존

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기업 평판도 

하락과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발생

사업장 내 환경안전사고 발생시

작업자 및 지역사회 환경안전보건에 

부정적 영향 초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탄소배출권 관리의 중요성 강화

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 강화

요구 증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자회사 매각 등으로 파생되는 

수익성 변화 발생

교역, 자본흐름 및 환율 등 경제

내부에 상존하는 요인들로 인한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별 전문가 필요성 증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가치

 변동

•수출채산성과 가격경쟁력 악화

•규제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 및

 배상책임 발생

•법적 분쟁 비용 발생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발생 및

 기업 이미지 훼손

•지역사회 마찰 등 영업에 심각한 

 영향 초래

•탄소 배출 저감 실패 시 배출권

 구매 비용 발생

•과징금 부과 가능성 존재

•핵심 정보 유출에 따른 영업권 및

 지적 재산권 손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재무위험성 발생

•원자재 수요 상승에 따른 가격

 불안정

•고객수요의 변동성 증폭에

 수요예측 불가

•인재 부족에 따른 R&D 약화 및

 사업경쟁력 약화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 변동의 최소

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및 통화

선도계약 체결 실시

법규 및 준법 통제 기준 준수에 따른 

리스크 사전 차단,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적 분쟁 관리

사업장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확립 

및 정기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 사업장별 감축 목표 할당, 배출

현황 모니터링 및 감축활동 독려

정보보안 정책 및 관리 방안 준수,

문서 암호화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한 무단 유출 예방

해외사업 프로젝트 발굴, M&a 관련 

법률 자문 및 전략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외거래 리스크 최소화

중장기적 공급망 관리 계획 수립 및 

공급망 재편 방안 마련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확대

2019년 말 기준 신용평가 등급은 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

업평가)이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향후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발생

•신용평가등급 하향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인한 기업

 대출 위축

재무상태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계약의무 불이행,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 예방

2019년 말 기준 유동성 차입금은

약 4,162억 원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

에 대한 대비가 필요

•자금조달 차질

•보유자산의 긴급 저가매각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

단기, 중장기 자금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유동성 비율 유지 및 모니터링 

강화

2019년 말 기준 변동이자율로

조달된 차입금은 약 5,070억 원으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

•이자율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높은 

 금리 지불

•유동성부족 초래, 투자 및

 수익감소

고정·변동 이자율 차입금의 균형,

이자율 스왑 계약(Swap Contract) 

등을 통한 이자율 리스크 관리

제품 및 원재료의 시장가격 변동은 

매출 및 수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

•원료 수급 불안정

제품가격 동향파악 및 대응, 원료

가격 변동 관리, 구매량조절,

수입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2019년 말 순차입금을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한 자본조달비율은

약 41%로 자본비용 절감 및 최적

자본구조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유동성 부족 위험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한 최적

자본구조 관리

*잠재 리스크

Integrated Risk Management
통합 리스크 관리

외환 리스크 준법 리스크

신용 리스크

환경안전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이자율 리스크

가격 리스크

자본조달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보안 리스크*

대외거래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인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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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감사 제도

본사, 사업장 및 계열사의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윤리 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도는 2년 단위로 실시 

되는 정기감사와 특정 업무에 대한 비정기적 기획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확인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사항은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사업운영에 미칠 수 있는 회계상 부정과 오류를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 

하고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운영

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OCI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자산에 대해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정책에 따라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업무상 

수집된 직원 및 고객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 준수 사항을 점검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존중 조항(Article)

실무담당자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이사 준법지원인

인권존중 원칙(Principle)

OCI㈜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UN Global Compact,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 및 규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사업 영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OCI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

OCI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장 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동등 

하게 이를 적용합니다.

OCI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

되는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 

합니다.

OCI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OCI는 임직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행합니다.

OCI는 인권정책이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기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1 2 3 4 5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의 이해 

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규 근로 

시간을 준수하며,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정치성향, 민족/국가, 장애 

여부, 결혼/임신 여부 등 사회적 

신분 상의 이유로 채용-교육- 

평가-보상-승진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복지제도 및 

사내기금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 

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확대에 

기여한다.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언, 폭력, 

협박, 감금 등을 통해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 

또는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의사소통 기회 

제공을 위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에

서 규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를 고용

할 경우 고위험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서 

배제한다.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개인 

정보는 비밀로 부쳐 철저히 보호

하며,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는다. 

윤리감사 실시 현황

내부통제시스템 프로세스

리스크 인지

보고

평가 및 승인

보고

보고

OCI는 윤리경영을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 전사 임직원이 투명 

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공정문화를 확립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은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업무 

수행, 회사 재산과 정보보호, 건전한 직장과 사회생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CI는 

엄격한 준칙에 따라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교육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OCI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입사 시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윤리 사항 준수를 다짐

하는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 제도

OCI는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FaX, 사이버 

신문고, 우편, 문서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점검 의식향상 전파

신문고 신고 현황

윤리경영 체계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현황

Diversity & Gender Equality 교육: 전 직원

Business

Ethics교육

2017

49명 47명

2018

75명

2019

신문고 신고 2017

4건 1건

2018

0건

2019

2017

4회

5회

4회

5회

5회

1회

2018

4회

3회

0회

2019

정기업무감사

기획감사

특별감사

제 1조(인간존중)

제 5조(근로시간 준수)

제 2조(차별금지)

제 6조(임금 및 복리 후생 제공)

제 3조(강제노동 금지)

제 7조(결사의 자유)

제 4조(아동노동 금지)

제 8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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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글로벌 환경경영 체계

기후변화 대응 유해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안전보건 관리

글로벌 환경경영

친환경 사업장 운영

환경안전보건 회의체 운영

사업장별로 현장 근로자, 교대팀장, 부서장 및 협력회사 환경안전 담당자가  

참석하는 환경안전보건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이 환경안전보건 주요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회의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장 운영

군산, 포항, 광양, 익산에서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및 폐기물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기업

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OCI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국내외 법규와 협약을 준수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

안전보건경영 조직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 과제를 설정 및 추진합니다.

CEO

본사

안전·보건·환경 전담 조직

ISO 14001
　군산 포항 광양 익산  연구소

본사

에너지·온실가스 전담 조직

익산(VIP)

사업장

기후변화 대응 전략

OCI는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생가스 활용, 소각로 운전 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

OCI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소각로 운전 부하 저감, 부생가스 활용, 폐열회수에 따른 연료 및 원료사용량 절감 등 전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

사업장 별 친환경 시스템 인증 현황

전략방향

전략목표

전략과제

Global Standard

•친환경 인증 유지

 (ISO 14001 등)

•2020 GHG Master Plan

•사업장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

•토양, 수질, 대기오염 물질 

 최소화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

 활동 추진

•폐기물 저감 및 재자원화를

  위한 활동 전개

Climate Change Pollution Prevention Waste Reduction

군산, 포항, 광양, 익산

군산 포항 광양 익산

사업장 별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에너지 절감 활동

제품 Recipe 개선을 통한

전력원단위 절감

105,799tCO2eq
저감

에너지 효율성 증대

CVD반응기의 운전 Recipe를 

최적화하여 전력사용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반응시간 단축 및 운전방법 

개선으로 연료 사용량 절감

1,912tCO2eq
저감

에너지 효율성 증대

Pa 제품의 증류공정 운전 

조건 개선과 가소제 반응시간 

단축 등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발전기 추기 스팀량 증대로 

전력비 절감

772tCO2eq
저감

폐열보일러 설치를 통한

스팀생산량 증대

광양 사업장은 카본공장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배관에

폐열보일러를 설치하여 스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추가

발전을 통해 에너지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고효율 Turbo 냉동기

변경으로 전력 절감

582tCO2eq
저감

고효율 설비사용으로

전력절감

익산 사업장은 기존 효율이 

낮은 냉동기를 고효율 냉동

기로 교체하여 냉동능력을

높이고 냉각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했습니다.

직접 온실가스 집약도

직접 에너지 집약도

간접 온실가스 집약도

간접 에너지 집약도

2.6

193.6

9.0

3.0

288.0

9.9

3.2

244.6

11.3

(단위: tCO2 eq/십억 원)

(단위: TJ/십억 원)

(단위: tCO2 eq/십억 원)

*온실가스 집약도 =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매출액

(단위: TJ/십억 원)

직접 온실가스 감축량

12,141tCO₂eq

간접 온실가스 감축량

3,140tCO₂eq
455.0

498.9

567.8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경영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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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리더십 역량 강화

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는 젊은 직원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각 사업장별로 리더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저 및 부장 대상 리더십 진단을 시행하여 리더의 역할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OCI는 외국어 과정, 해외 파견자 과정 등 다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외국어, 온라인 화상영어, 이문화 진단 및 학습을 통해 빠른 적응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각 사업장에서 운영

하는 외국어 교육 과정을 105명의 직원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역량 향상의 기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CI는 모든 임직원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육성

신입사원은 신입입문과정을 통해 핵심내용을 학습하고, 담당 업무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과제로 수행하여 직무역량을 빠른 기간 안에 향상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후 워크숍을 진행하여 신입사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자기개발을 독려합니다.

직급필수 및 직무 역량 강화

OCI는 직급별 필수역량에 따른 직급필수과정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주 40시간 근무 

제도에 맞게 직급필수과정을 개선하여 각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인사 분야 및 노사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여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OCI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OCI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aI면접 도입으로 보다 많은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 PT 면접, 직무 에세이 

작성 등 직무 중심의 선발을 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 

하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연초 성과 목표 설정, 중간 점검 및 연말 평가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조직화된 목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의 성과목표와 회사 행동기준에 대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항목별로 세분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 

어진 후 상사의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임직원이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2009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채무의 현재 가치는 1,905억 원이며, 2019년 비용으로 

인식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급여비용은 24억 원 

(연결기준)입니다.

소통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활동으로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사업장 별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정된 우선 

해결과제들을 유관 부서들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리더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조직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EO와 

구성원과의 소통 채널인 ‘Townhall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영철학과 회사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은 CEO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OCI는 임직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을 사외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주 52시간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완성을 위하여 

직무별 맞춤형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주요 안건을 합의합니다. 만약 

경영상 중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임직원

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OCI는 노사간 화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노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hance

•Seize Emerging Opportunities

 잠재적인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면 신속히 결단하여 경쟁력 

 확보에 힘쓴다.

•Faster Than Market Change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의 적절히 대응한다.

Challenge

•Innovative Solution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제 처리에 있어 

 관행적인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Entrepreneurial Thinking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의 니즈 충족과 

 회사 이익에 부합되는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Change

•Global Outlook

 국제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부시장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한다.

•Flexible Open Mind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

 하는 자세를 가진다.

Design Thinking Workshop, 중앙연구소(2019.07.24)

OCI 육성체계

OCI 인재상

인사관리 체계 조직문화 개선활동 

노사협력 조직문화

임직원 역량 강화

책임

(associate)

연구원

(associate Researcher)

선임책임

(Senior associate)

선임연구원

(Researcher)

매니저

(Manager)

차석연구원

(Senior Researcher)

부장

(Team Manager)

수석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임원

(Executive)

Fundamental Course

Functional Course

Global Course

경력사원 입문과정 신임부장 과정 신임임원 과정

입문과정 & OJT 선임책임 심화과정 매니저 심화과정 부장 워크숍 임원 워크숍

1년차 워크숍 매니저 필수과정

주니어 필수과정Ⅰ/ Ⅱ

게임으로

배우는 회계

재무제표

기초
경영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원가 및 관리회계 입문 원가 및 관리회계 실습

OCI MBa 임원과정(국내/해외)

엔지니어 역량 향상 프로그램

직무교육 (사외 & Mobile 과정)

해외  파견자  과정

외국어 집중 과정

비즈니스 중국어 & 비즈니스 영어

Mobile-Learning Program

Talent Management
인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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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

ESS 실증 사업 협력 MOU 체결

OCI는 9월 9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

장치(ESS) 실증 및 분산 발전 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OCI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 및 태양광 

발전을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북미 지역의 분산형 발전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화학 산업 분야 MOU 체결

OCI는 화학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협력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등을 

위해 포스코케미칼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OCI는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 등 다양한 합작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사업 업무 협약 체결

OCI 포항공장과 포스코강판은 8월 14일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CI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 사업협력 추진 성과

협력회사 실사 주요 지표

2019 동반성장 프로그램

분야 내용

기술 협력 협력사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주 52시간 근로 시대의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강의

•직무 및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한 모바일 교육 플랫폼 제공 - 모바일 러닝 플랫폼

•취업박람회 지원

금융 지원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력사 직원 출퇴근 교통비 지원

경영 지원

국내판로 지원
•구매상담회 참석

•자체 사업을 통한 신규거래 중소기업 매출 발생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상생결제 시스템 운용

복리후생 지원
•사내 연수원 이용 지원

•경조사 지원(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공정거래 준수 강화

OCI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여 하도급 거래 관리, 

공정거래 정책 준수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식, 

법 위반 시의 제재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리스크 진단

OCI는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영향력 및 안정성, 수행도, 품질관리 이슈, 

실사 및 진단 시 발생비용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회사를 선별

하여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현장 실사

OCI는 기존 및 신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실사를 수행 

합니다. 협력회사는 경영, 기술, 품질, 환경, 안전, 사회 등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OCI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개선활동 관리

OCI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회사 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개선과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회사 임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개선과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회사에게 부문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개선 

요구 사항에 도움을 주는 대신 리스크 개선과제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OCI는 이 외에도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 

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협력회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환경안전보건 관리

OCI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OCI는 앞으로도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OCI는 기존 및 신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회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하고 협력회사별 맞춤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통합 관리 프로세스

협력회사 가시성 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

•업무 실행력 속도 향상

협력회사 통합 관리

•선정, 평가, 관리 등 운영 프로세스의 통합 및 표준화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협력회사 대응체계 강화

•시장환경 변화 정보제공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 지원

STEP 01

STEP 02

STEP 03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경영

•재무 안정성

•제품 수익성

•기업 성장성

환경안전

•환경·안전 조직 운영

•안전 점검 및 교육

•유해물질 관리

기술

•연구개발 투자

•원가절감 활동

•임직원 교육

인사

•안정적 고용 조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불법 고용 금지

품질

•자체 품질심사

•검사기준 수립

•자재 및 공정 검사

사회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

　고지 여부

•사회공헌 활동

•대외 수상 경력

통합 관리 프로세스 운영

2019 국내외 협력회사 구매 현황

918개 1조 1,601억 원

협력회사 구매금액

국내: 88% 해외: 12% 국내: 53% 해외: 47%

OCI는 상생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Visibility’, ‘Speed’, ‘Flexibility’를 

기반으로 한 SCM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회사와의 공정 

거래를 준수하고 협력회사 역량 지원 및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 OCI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는 918개이며, 협력회사를 통한 구매금액은 

총 1조 1,601억 원입니다.

협력회사 네트워크 강화

OCI는 협력회사와의 열린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반성장 정책을 

협력회사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협력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OCI는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회사의 고충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활동 추진

OCI는 기술협력, 금융지원, 경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력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SCM 전략방향

공급망 가시성 강화

Visibility Speed Flexibility

의사결정과

실행력 속도 최대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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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가치창출

창립 60주년 기념 나눔경영

OCI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60일 간 ‘사랑의 빛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라는 슬로건 아래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전사적인 나눔 릴레이를 실천

하였습니다. OCI는 창립 6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나눔’으로 되새기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장애인과의 동행’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나눔 릴레이는 ‘시각장애인 마라톤 

도우미’ 활동을 시작으로 ‘사랑의 빵 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음악회’ 순으로 진행되어 전사 임직원들이 

다양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별별동행 2019 개최

OCI는 현대 예술의 발전을 후원하고자 신진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2019 

별별동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별별동행전은 2010년부터 격년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기업과 지역 

사회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폭 넓은 작품 소개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 예술의 발전을 후원한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2019 별별동행전은 총 2달간 

진행되어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첫 전시를 갖고 광양 문화예술회관과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OCI는 OCI미술관의 지원을 받아 

엄선된 18명의 신진 작가들과 함께 그들의 회화 작품, 설치작품, 미디어 

작품으로 구성된 총 35점의 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OCI 사업 특화 CSR 활동

OCI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OCI 사업에 특화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OCI는 솔라 

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솔라스쿨 프로젝트

솔라스쿨 프로젝트는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 각 5k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전국 269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 지역 서귀포시 소재 초등학교 10곳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솔라스쿨 프로젝트는 태양광발전 체험학습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녹색에너지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태양광발전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학교 전기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400여 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수준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CI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OCI는 2019년 8월 8일 장애인표준사업장 OCI Dream을 설립하였습니다. 

OCI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외식업, 사무지원, 사옥관리, 문화 

사업 4개 분야에서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채용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하며,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CI Dream은 중증 및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이 함께 협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CI는 OCI Dream 소속 

장애인 연주단인 ‘드림앙상블’과 함께 문화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주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앙상블은 2019년 

12월 10일 OCI 작은 음악회를 통해 실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구분 사업전략

사무지원 모회사 사무지원 서비스 

사옥관리 사옥 임대운영 및 청소용역 관리

외식사업

외식전문기업과 매장운영

 - 조리를 최소화한 간편식

 - 배달서비스를 통한 매출증대

문화사업

발달장애인 직업연주단

  - OCI와 함께 사회공헌활동 연대

  - 사내공연 / 외부 문화행사 활동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전략

Vision

Theme

Principle

Section

approach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진정성 공정성 지속성 직원 참여

Solar

태양광발전

사업 역량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리 학습기회 

제공

Culture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확대

OCI Family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OCI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

하는 봉사활동 

수행

Community

사업장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소외계층 

경제적 / 

비경제적 지원

나누는 사회,

함께하는 OCI

주요 활동

•연탄&난방유 후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초등학교 중식 지원

•군산 학생 장학금 지원

•태양광발전 시스템 기증

•무료 급식 봉사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봉사

•사랑의 쌀 기탁 봉사

•이웃 사랑 김장 행사

•시각장애인 달리기 도우미 봉사

•나무심기 봉사

•벽화 그리기 봉사 

봉사활동나눔 / 지원

OC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사회공헌

2019 사회공헌 성과
(단위: 백만 원)

2017

3,930시간 3,684시간

2018

2,620시간

2019

2017

847명 1,070명

2018

782명

2019

2017

현금

1,136

현금

414

현금

394

현물

341

현물

56

현물

163

2018 2019현금/현물 기부금액 

임직원 봉사시간

임직원 봉사 

참여인원

2019년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현황

순서 학교명 순서 학교명

1 도순초등학교 6 가마초등학교

2 하원초등학교 7 토산초등학교

3 법환초등학교 8 풍천초등학교

4 보목초등학교 9 창천초등학교

5 서호초등학교 10 위미초등학교

1
2

3

9

4

10

67

8

5

지역사회 가치창출

Value Creation for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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