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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OCus

OCI는 2020년에도 전략적인 사업계획과 변함없는 투자, 열정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물론 합작사와의 카본블랙 생산, 도시개발, 바이오제약 분야의 

투자까지 핵심사업의 역량 강화로 수익 창출 기반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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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value
OCI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는 수익창출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사업장 운영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 계획에 착수

했습니다.   

사업재편 계획의 핵심은 OCI 사업활동 전 부문에 걸쳐 가치 창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프로세스의 혁신, 밸류체인 내에서의 

역할 확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 기존 사업부문의 생산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고객과 파트너,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핵심 역량을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0 fOCUS

Bringing More Value
to life

Bringing More Value
to Solar Power

Bringing More Value
to Industry

OCI INTEGRATED REPORT 2019 4948



2020 FOCUS

지난 십여 년간 OCI는 세계 태양광발전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입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수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2008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급을 시작한 후 

2019년에는 생산능력 79,000MT를 보유한 업계 대표주자로 자리잡았습니다.

2011년 미국에 태양광발전 자회사를 설립한 후, 전 세계에 총 710MWdc에 달하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폴리실리콘 사업 재편으로 태양광용 제품 생산능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ringing more value
to solar power

자회사 OCIMSB는 2017년 설립 이후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에 

위치한 폴리실리콘 공장을 인수하여 2년 간 꾸준히 생산능력을 

확대한 결과, 27,000MT에 달하는 연간 생산능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생산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고정비 및 변동비 절감을 

통해 2019년 말 제조원가는 전년 말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군산공장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에 집중하기 시작한 

2020년 5월 이후, 말레이시아 공장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에는 변동비 추가 절감에 주력하여 제조원가를 16% 

줄임과 동시에 전 세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품질과 수량을 

확보하도록 생산 최적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Mission Solar Energy는 지역 유틸리티 기업인 

CPS  Energy와 체결한 573MWdc급 a lamo 프로젝트 

(2012~2017년)를 위해, 2014년부터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MW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한 Mission Solar 

Energy는 최신 성능과 기술을 보유한 모듈 생산업체로 미국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Mission Solar Energy는 alamo 프로젝트가 완료된 2017년 

일시적으로 운영이 축소되었으나, 이후 전면 가동에 재돌입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Mission Solar Energy는 샌 안토니오 소재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OCI Solar Power와 함께 북미시장에서 분산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CI는 지난 10년 간 미국, 중국 및 국내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유틸리티 및 분산형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태양광발전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710 MWdc
태양광 발전소 설치량

2012년 설립된 자회사 OCI 파워는 미국 자회사인 OCI Solar 

Power와 함께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710Mwdc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 OCI 파워는 독일 인버터 제조사의 자회사인 Kaco New 

Energy Korea의 영업양수를 통해 센트럴 인버터와 전력변환계통 

및 태양광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한 관련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원스톱 태양광발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밸류체인 내 파트너십은 OCI가 지난 수년간 글로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도 OCI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을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OCI는 미국과 한국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의 성능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해 

2020년 현재 2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CIMsB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사말라주

OCI 파워

대한민국, 서울

Mission solar energy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태양광발전 파트너십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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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창립 이후 OCI는 전 사업부문에 걸친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전략을 새로운 차원으로 접목해 나가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주요 

원료 공급업체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초 단계부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ringing more value
to industry

2020 FOCUS

2019년 OCI는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합작회사 현대OCI의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 카본블랙 생산능력을 

추가적으로 5만 톤 증대시켰습니다.

50,000 mt

카본블랙 생산능력 증대

OCI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자 및 의료 산업의 고순도 

과산화수소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국내 화학 및 

카본소재 기업인 포스코케미칼과 49:51 합작법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광양에 50,000MT급 신규 공장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합작사는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2019년 4월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된 최초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 외 다른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OCI-포스코케미칼 합작사

대한민국, 광양

국내 정유기업인 현대오일뱅크와의 49:51 합작사인 현대OCI는 

2018년 카본블랙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OCI의 연간 카본블랙 시장 공급능력은 기존 350,000MT에서 

500,000MT으로 43% 확대되었으며, 국내외 판매 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현대OCI 설립 당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연간 

생산능력 80,000MT인 중국 자회사 OJCB(Shandong OCI-

Jianyang Carbon Black)의 카본블랙 생산 및 판매가 영향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국내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대OCI

대한민국,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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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more value
to life 
60년에 걸쳐 전 세계 제조 및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초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OCI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바이오제약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고객의 윤택한 삶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OCI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2020 fOCUS

OCI는 2019년 유망 항암 파이프라인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면서 4개의 주요 바이오기업 및 펀드에 투자를 진행

했습니다.

KRW 21.7 billion

바이오의약품 투자

OCI는 2018년 7월 바이오제약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폭넓은 전문성을 지닌 

기업들에 투자를 통해 암 치료법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신규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개 기업에 투자하고 1개 펀드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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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기업인 뉴클레익스(Nucleix)에 미화 4백만 달러, 동종이계 방식 

면역항암 세포치료를 연구중인 미국 에이디셋바이오(adicet 

Bio)에 7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항암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공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당사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견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제약 

글로벌

1965~1967년, OCI는 26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인천부지에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초기 주력사업이었던 65,000MT급 

소다회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1968년에 공장 가동을 시작하여 

2004년까지 소다회를 생산했으며, 2006년까지는 고무약품류를 

제조하였습니다.

공장 가동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2006년 이후 부지 정돈과 

복원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지역에 신규 주거지 및 상업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였으나, 물적분할과 관련된 조세소송 및 

인허가 문제로 해당 사업은 약 10년간 지연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2019년 

10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2조 8,00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0년에 착공,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총 약 13,000 세대와 사업, 유통,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OCI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초기 OCI를 환영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개발 프로젝트

대한민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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