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REVIEW
OCI는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수많은 리스크 속에서도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라는 비전 아래, 

조직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집중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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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OCI는 2008년 태양광 발전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 이후, 현재 말레이시아 

공장(OCIMSB)과 군산공장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 투트랙 전략 

아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연간 30,000MT 규모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연간 4,000M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OCI는 SK실트론, 중국의 LONGi Solar와 각각 대규모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폴리실리콘 분야의 글로벌 사업자로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OCI는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과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공급 계약을 2028년까지 기존 계약의 

두 배인 약 6,000억 원 규모로 확장했으며,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비중 확대를 위해 양사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웨이퍼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중국의 

LONGi Solar와 9,300억 원 규모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했습니다. 

OCI는 향후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따른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에 발맞춰, 2022년까지 

군산공장의 유휴설비 일부를 활용한 debottlenecking을 통해 OCIMSB의 연간 생산능력을 

35,000 MT으로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의 핵심 거점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생산효율화를 추진하고 원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인산

OCI는 2003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인산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총 30,000MT규모 

(반도체용 20,000MT, 일반 10,000MT)의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에게 인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CI는 반도체 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잠재력에 주목해 2021년 군산공장에 

연간 22,000MT 규모의 반도체용 인산 제2 생산공장을 추가로 착공했습니다. OCI는 이번 

공장 착공을 통해 확보한 고품질 반도체용 인산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소재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산화수소

국내 주요 과산화수소 생산업체인 OCI는 1979년 익산공장에서 과산화수소 상업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50,000MT/년의 전자급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총 85,000MT/년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위: 톤)

과산화수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흄드 실리카*

2021년 OCI와 포스코케미칼의 합작법인인 피앤오케미칼(P&O Chemical)은 2022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전라남도 광양시에 연산 50,000MT의 과산화수소 공장을 착공하며 고순도 과산화수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CI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 고품질의 제품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전자소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흄드 실리카

OCI는 세계적인 흄드 실리카 제조사로 현재 고부가가치 소수성 흄드 실리카를 포함한 총 10,000MT/

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OCI는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으로 핵심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 위해 6,000MT 규모의 중국 공장을 매각했으며, 향후 소수성 흄드 실리카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부가가치 소재시장을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클로르알칼리

현재 OCI는 군산공장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총 127,000MT/년(군산 117,000MT/년, 

말레이시아 10,000MT/년)에 달하는 클로르알칼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OCI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MSB는 금호피앤비화학과의 

합작사를 통한 에피클로로히드린(ECH) 신사업에 진출했으며, 이번 신사업 추진을 위해 ECH의 

주요 원료인 클로르알칼리를 연간 100,000MT 추가 생산할 예정입니다. 클로르알칼리를 추가로 

생산하게 될 말레이시아 공장은 현재 친환경 전력인 수력발전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정수를 100% 재활용하는 친환경 무폐수 공정을 적용하고 있어 OCI의 지속가능경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직케미칼

생산능력

85,0002020

79,0002019

85,0002021

30,0002021

135,0002022

35,0002022

15,0002019

15,0002021

10,000*2022

흄드 실리카

과산화수소

폴리실리콘

85,0002019

30,0002020

15,0002020

(예정)

(예정)

(예정)

* OCIMSB

* OCI(군산공장) / 소수성 포함

* OCI(익산공장), 피앤오케미칼(건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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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카본블랙

OCI는 1981년부터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2곳, 중국 1곳에서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국내 1위 카본블랙 제조사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500,000MT에 달하며, 이 중 150,000MT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합작사인 현대OCI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OCI는 카본블랙 제품군을 확장하기 위해 제품 그레이드 다각화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TDI

OCI는 1990년 군산공장에서 TDI 생산을 시작했으며, 국내 주요 TDI 공급사로서 연간 50,000MT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CI는 TDI의 주요 원료인 클로린, 수소 등의 자체 조달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 

생산공정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치

OCI는 1978년부터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를 생산해 온 세계 3대 콜타르 피치 생산 업체로, 

국내 공장 두 곳에서 450,000MT/년, 중국 공장 두 곳에서 730,000MT/년, 총 1,180,000MT/년의 

콜타르를 증류하고 있으며 피치 생산능력은 총 531,000MT/년(한국 202,500MT/년, 중국 

328,500MT/년)에 달합니다.

2021년, OCI는 포스코케미칼의 합작사인 피앤오케미칼(P&O Chemical)을 통해 피치 사업을 

확대하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고연화점 피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고연화점 피치는 

이차전지의 충·방전 효율향상, 충전 밀도향상과 더불어 배터리 수명의 증가를 위해 흑연계 음극재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OCI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에 연간 15,000MT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4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TX 

국내 유일의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BTX 제조사인 OCI는 1995년부터 광양공장에서 BTX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260,000MT/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CI는 제철 부산물인 조경유를 재활용한 BTX 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요인의 변화에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본블랙

피치

TDI

(단위: 톤)

피치*

카본블랙*

BTX*

생산능력

531,0002020

500,0002020

531,0002021

500,0002021

260,0002020

260,0002021

531,0002019

500,0002019

260,0002019

* OCI(포항공장, 광양공장), Shandong OCI-Jianyang Carbon Black

* OCI(광양공장)

* OCI(포항공장, 광양공장), Shandong OCI, Ma Steel 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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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모 태양광 발전소, 미국, 텍사스주 

OCI SE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발전

OCI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OCI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252MWdc에 달하는 독립발전사업(IPP) 및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담당하는 EPC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110MWdc 규모의 IPP 및 EPC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CI는 미국 텍사스주를 거점으로 미국 태양광 발전 및 모듈 제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OCI Solar Power는 텍사스 등 미국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각 270MWdc 규모의 파커 프로젝트와 선레이 프로젝트를 각각 Buckeye 

Partners사와 Arava Power사에 매각했습니다. 향후 OCI Solar Power는 Arava Power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405MWdc의 텍사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미국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Mission Solar 

Energy도 견조한 매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OCI는 가용성(availability) 및 공급 안정성(reliability)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집중 

하며 분산형 에너지 시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회사 OCI 파워와 미국 자회사 OCI Solar 

Power는 현재 현대차그룹과 협업하여 국내 및 미국에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OCI 파워는 2021년 1월 OCI의 자회사 OCI 스페셜티 공주공장의 727kW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300kWh급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며 ESS 실증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OCI Solar 

Power는 현대차그룹 및 샌 안토니오 시 전력공급회사인 CPS에너지와 함께 2022년 하반기 ESS 

Cube 설치를 목표로 상품성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북미 

에너지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자회사 OCI SE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내 303MW급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인천, 광양, 포항공장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며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OCI SE는 연료비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계통한계가격(SMP)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을 회복했습니다. 바이오매스 연료인 우드펠릿을 

혼소하고 있는 OCI SE는 정부로부터 우드펠릿 혼소 비중을 최대 50%까지 승인 받았으며, 향후 

우드펠릿 전소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개편으로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국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이 2022년 12.5%, 2026년부터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 REC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OCI SE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MWdc)
Solar PV projects

전체

1,252 
MWdc

미국

한국

중국

43

22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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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내

국외 국외

자회사 DCRE는 과거 OCI의 인천공장 부지인 인천 용현·학익 지구를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City Ociel(시티오씨엘)’을 론칭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티오씨엘에는 

10여 개의 주거 단지가 순차적으로 완공되며, 총 13,000여 세대 주거 시설과 업무, 상업 및 

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인천을 대표하는 명품 복합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 첫 해인 2021년, 아파트 2,540세대, 오피스텔 1,240세대 등 주거용 3,780세대를 비롯해 

상업용 상가 338실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CITY O CIEL

바이오 R&D 도시개발 

OCI는 첨단 바이오 기업 및 투자자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한 혁신 신약 및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2018년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동안 OCI가 투자해온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 3사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암 진단 및 항암 

치료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SN 

Bioscience)는 미국과 한국에서 췌장암 치료제인 SNB-1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스라엘의 뉴클레익스(Nucleix)는 방광암 대상 액체생검 진단키트의 미국 FDA 승인 추진과 함께 

폐암 진단 키트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에이디셋바이오(Adicet Bio)는 

2021년 12월 림프종을 대상으로 한 동종이계 방식 면역 항암 세포(CAR-T) 치료제의 임상 1상 

중간결과 데이터를 발표하며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OCI는 2021년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유망 바이오 벤처인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Panolos Biosciene, 이하 파노로스)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파노로스는 국내 최초 단백질 구조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독자적인 다중 특이성 약물 생성 플랫폼인 αARTTM에 기반해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의 모든 계열을 표적하는 항암신약 후보 물질 PB10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OCI는 국내 대표 R&D 중심 제약회사인 부광약품의 지분 약 11%를 취득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동경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OCI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의약품 상용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운영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향후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OCI 중앙연구소는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OCI 중앙연구소는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신규 공장 설립과 주요 제품들의 

생산능력 고도화를 위한 공정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및 인산, 카본블랙 등 

다양한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고연화점 피치, 진공단열재 에너백(ENERVAC)을 기반으로 한 TCP(Temperature 

Controlled Package) 솔루션 등 선도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며 신사업 확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OCI 중앙연구소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미래 성장 산업에 사용되는 고성능 화학소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는 미래 산업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허 등록건수 특허 출원건수

전체

325 
전체

252 
194 146

131 106

(단위: 개)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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