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STAINABILITY 
ISSUES
OCI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ESG 중심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3년 연속 ‘DJSI Korea 편입’ 인증,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ESG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인정받은 OCI는 

ESG 경영전략과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Sustainability Issues는 OCI 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 기준의 데이터는 별도의 주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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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에너지 사용량

전년 대비 감소

(연료, 스팀, 전기 등)

온실가스 집약도

전년 대비 감소

(집약도 = 배출량/매출액)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80%

OCI는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폐기물 등 철저한 환경영향 관리를 통해

그린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향해 갑니다. 

OCI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경영 추진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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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OCI의 노력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로드맵 : GHG Master Plan

OCI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GHG(Green House Gas) Master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해 사내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기여

OCI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에 가치를 부여한 내부탄소가격 

(Internal Carbon Pricing)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배출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를 산정하여, 기업 운영비용에 탄소배출 관련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활발히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조치 및 배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TCFD 권고안 이행 노력

OCI는 Financial Stability Board(FSB)의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반영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 다각화

OCI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와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ESS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및 북미 지역의 분산형에너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OCI 파워(주)는 2019년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활용을 위한 MOU 체결 

이후, 2021년 1월 전기차 재사용배터리와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ESS의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주)한양과 전남 해창만 일대에 총 97.5MW, 792,000㎡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에 사용될 

태양광 인버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인버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OCI Solar 

Power LLC는 2021년 9월 현대차그룹 및 미국 CPS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구축 및 전력시스템 연계 

실증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 9월까지 미국 텍사스 주에 ESS Cube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OCI는 기후변화가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규사업 

진출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감축 

목표

감축 

전략

•정부 할당 목표 달성

•국내 상쇄 배출권 발굴

•배출권 거래 사내 기준 마련

•정부 할당 목표 달성

•국내·외 상쇄 배출권 발굴

•정부 할당 목표 초과 달성

•제품별 배출 원단위 저감

•배출권거래제 대비 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요소 발굴

•사업장별 감축 목표 이행

•감축 기술 적용 방안 연구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쇄 배출권 취득 프로젝트

•신기술 적용 공정 발굴

•사업장별 감축 목표 이행

•신기술 적용 및 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

•온실가스 감축 기술·설비 발굴

• 신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영향 분석 

•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참여를 통한 

추가 감축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

STEP

OCI의 광양공장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 에너지 

다소비시설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시설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 대상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선정 시설은 탄소중립 설비 도입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양공장은 카본블랙 생산 공정 개선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자금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광양공장은 2022년 내 카본블랙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반응로에서 

발생한 폐열을 추가적으로 회수하여 스팀을 최대한 생산하고, 

폐가스의 열량을 높여줌으로써 열병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공정 개선을 통해 

연간 약 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과 공정운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CI 광양공장

OCI-현대차그룹 ESS Cube ESS 구축 및 전력 시스템 연계 실증사업 MOU

광양공장,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선정

지표 및 

감축목표

위험관리

전략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가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공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법 공개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의 평가,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감축 목표 공개

▶ TCFD Framework을 반영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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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온실가스 지표와 감축목표

기후변화 대응 전략

OCI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HG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생가스 활용, 소각로 운전 부하 저감, 운전조건 최적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추진

OCI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핵심 리스크 중 하나로 구분하고,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관련 지표 및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리스크 체계 내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통합

OCI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지구적, 국가적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2022년 내에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ESG 위원회와 상설 환경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실적을 매월 경영진에 보고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제품별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목표를 부여하고 감축활동을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매월 

그 실적을 확인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 보면서 OCI가 직간접적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사업장 및 제품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OCI는 내부적으로 탄소중립의 완전한 실현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3자PPA*, REC** 구매 등 한국형 

RE100***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리스크 분석

이사회 감독

OCI는 2021년 7월 이사회 산하에 ESG 담당 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ESG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환경, 보건/안전, 사회공헌,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ESG 

위원회에서는 매 분기 OCI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향 

검토 및 주요 과제 승인, 실행 관리와 감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영진 역할

OCI는 CEO 산하 환경안전보건경영 조직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환경안전보건 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저감 활동, 에너지 신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경영진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OCI는 소각로 운전 부하 저감, 부생가스 활용, 폐열회수에 따른 

연료 및 원료사용량 절감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사 

차원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 이행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본사

SH&E부

안전·보건·환경 전담 조직

사업장

군산 광양 익산VIP포항 익산 연구소

본사

CHEMICAL 사업기획팀

에너지·온실가스 전담 조직

CEO

항목 리스크/기회 잠재적 재무 영향 OCI 대응방안

물리적

리스크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빈도 및 강도 강화 및 기후 

패턴의 장기적 변화

사업장 및 자산 피해, 재해로 

인한 생산 지연과 사업장 복구 

비용, 임직원 보상(인적/물적/

재정적 손실) 등

본사 및 사업장 재산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화재 등 기타 재산피해에 대비한 

위험관리 수행

정책/규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규제 강화, 환경 

관련 소송 증가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 증가, 법률 

소송 리스크 대응 비용, 감축 

기술 및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필요 시에는 국내외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 

기술

친환경·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강화

비즈니스 수요 확대, 신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비용 확보

고효율 설비 교체 및 공정개선을 통한 

감축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CCUS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술 도입 및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 기회 모색 예정

시장

태양광 소재·친환경 기술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

태양광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술 경쟁 심화, EV/ESS 

시장 확대

ESS 실증 사업, ECH 신규 사업 프로젝트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수요 증가 및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

위험 및 기회 요소 식별 프로세스

환경영향  

모니터링

대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리 필요한 

리스크 선별

OCI 

환경목표 반영

1 2 3 4

*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ESG 위원회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주주 

총회

신설 구분 2019 2020 2021

Scope 1 3,410 1,297 1,682

Scope 2 439,506 78,373 55,030

합계 442,916 79,670 56,712

온실가스 감축 현황   (단위: tCO
2
-eq)

구분 2019 2020* 2021 목표 2021 실적

Scope 1 636,911 584,137 578,296 658,934

Scope 2 1,479,380 639,400 620,218 531,279

합계 2,116,291 1,223,537 1,198,514 1,190,213

* 폴리실리콘 P2, 3 공장의 가동중지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음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
2
-eq)

구분 2019 2020 2021

Scope 1 244.6 291.6 203.1

Scope 2 567.8 319.2 163.8

합계 812.4 610.8 366.9

온실가스 집약도 (단위: tCO
2
-eq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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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전략체계

스마트 환경 법규 준수 프로세스

OCI는 환경경영스템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 관련 제법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과 관련된 환경 관련 법규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제,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외부 자문사를 

통해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사의 스마트 환경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인 'SH&E 포털'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준수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조치 절차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경영 추진

OCI는 Priority, Positive, Partnership의 환경안전보건 원칙에 따라 

친환경경영을 추진함으로써 환경 관련 핵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및 폐기물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 영향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가 

필요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 환경안전 

보건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제도 이행

OCI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장별로 기존의 

매체법 인허가*에서 통합환경허가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사내 통합환경허가 TFT를 구성하여 각 사업장의 기존 

인허가에 대한 재검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최적가용기법** 적용 

등 적기에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안전 교육

OCI는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은 환경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내 환경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통합환경허가 시 적용한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7개의 환경매체 법률과 11개의 인허가사항 충족

**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

친환경 활동 내재화

OCI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서식지 손실 감소, 산림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으나 

2018년부터 노을공원 시민모임의 ‘100개 숲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나무 심기 봉사를 하고 있으며, 광양 사업장에서는 하천 꽃길 가꾸기, 

쓰레기 수거물품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생태환경복원 및 하천 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친환경 나무 심기 활동

기후변화 대응 / 유해화학물질 관리  

/ 폐기물 관리

환경안전보건 관리

글로벌 환경경영

친환경 사업장 운영

Global Standard

• 친환경 인증 유지  

(ISO 14001 등)

• 2025 GHG Master Plan

• 사업장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

Climate Change

• 토양, 수질, 대기오염  

물질 최소화

•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 활동 추진

Pollution Prevention

• 폐기물 저감 및 재자원화를  

위한 활동 전개

Waste Reduction

전략과제

전략목표

전략방향

교육명 대상자 교육주기 교육내용

전문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교육 환경기술인 1회/3년 대기·수질관련 법령, 방지시설 운영관리 및 최신 기술 학습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업장 전 직원 1회/1년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현황, 비상대응계획,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 1회/2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안전취급방안,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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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OCI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법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판매 및 구매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변경 및 법규 이행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당사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에서 취급 물질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물론 

고객 및 공급사에 유독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제품 유통 및 원부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관리

OCI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를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로 측정하여 배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신규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생성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열 시설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개선하고 방지시설의 촉매를 교체 완료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Total Suspended Particles: 50㎛ 이하인 총먼지 / ** Tele-Monitoring System

폐기물 관리

OCI는 배출되는 폐기물 중 유·무기성 오니의 시멘트공장 부원료 재활용 및 원료탱크 내부 청소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품으로 재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캠페인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여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직원에게는 보상을 약속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운송사고 예방 활동

화학물질 운송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운송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제품출하작업지도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하작업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출하작업장에 작업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매 상하차 

작업시 운송 차랑 점검수칙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입고관리

• 유해화학물질 사전  

안전성 평가 

• 적정 보관장소 선정  

및 입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보관관리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정기점검

• 누출방지 시설 설치 및  

누출 감지 설비 설치 

• 화재·폭발·누출 등  

비상사태 대응  

조직 구성 및 훈련

출고관리

• 운송관리 전산시스템 

(TMS*) 구축 및 운영

• 운송차량 일상점검 및  

운전자 교육

• 운송사고 대비  

비상조치훈련 실시 

(운송회사 참여)

환경영향 관리

환경경영

화평법 물질등록 및 살생물제 승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총 59개의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약 60여개의 화학물질을 추가로 등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물질, 3개 제품 유형의 살생물물질 승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Transport Management System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활동

설비점검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용, 보관, 폐기 등의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수 관리

OCI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발생량 절감과 폐수 재이용량 증가를 통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9,294,068톤의 용수를 사용하였고, 그 중 

484,449톤의 용수를 재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폐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폐수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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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OCI는 조직문화 혁신과 소통문화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나누는 사회, 함께하는 OCI’의 사회공헌 비전을 실현하며 

더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직원 교육

43
1인당 

평균 교육시간

2021년 협력회사

892
 국내 90%, 

해외 10%

임직원 자원봉사 시간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상생

시간 시간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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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인재확보 및 양성 조직문화 혁신

2021년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에서는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하여 OCI의 자체 메타버스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안내를 받아 PT 면접 준비를 하는 등 실제의 면접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된 시스템에서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면접 Process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수시채용

구분 단위 인원

총 신규 채용 인원

명

173

고용 형태별
정규직 127

비정규직 46

연령별

30세 미만 88

30세 이상~50세 미만 73

50세 이상 12

성별
남성 150

여성 23

2021 신규 채용 현황

구분 단위 비율

정기적 성과평가 받은 임직원 비율 % 98.6

정기적 성과평가 받은 임직원 비율

인재 채용

OCI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채용 방식을 보다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채용을 

진행하여 화상면접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인력을 

빠르게 보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훈 대상자 채용 및 특성화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위한 포지션을 개발하였습니다.

*  Metaverse: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

인재 육성

우리회사의 경쟁력은 임직원들의 지식과 협력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OCI는 

임직원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각자 보유한 지식과 프로세스,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 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도입

OCI는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오피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상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은 각자의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한 회의 진행과 재택 근무 시 업무 상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통해 팀원들과 편리하게 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OCI는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년회, 창립 기념식 등 여러 

행사와 업무 수행에 적극 도입하여 임직원들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견고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략적 인력관리

OCI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법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TFT를 

통해 향후 해당조직의 방향과 필요 역량, 인력구조 등을 현재와 비교, 

분석하여 SH&E 조직/인력 운영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맞춰 조직개편 및 외부 인재의 영입과 내부 인력의 전환 배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부 엔지니어들의 각 보유역량을 상시 

관리하여,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적재적소 배치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사전에 예측하여 필요한 역량을 해당 조직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인력 재배치 우선 활용과 신속한 외부 충원으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OCI는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탄력근로제 및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재택근무제와 분산근무제를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였음은 

물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리더십 진단

OCI는 회사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핵심은 ‘리더십’에 있다고 보고,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사 팀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팀장들이 

스스로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 자가진단함은 물론, 자신의 팀원들이 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진단하는 ‘조직풍토 진단’도 진행했습니다. 조직풍토 

진단은 팀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팀의 수준과 실제 우리 팀의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이 결과는 그림으로 표시되어 팀장들 본인은 물론 해당 

팀장의 상사인 임원에게도 공유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팀장별로 어떠한 

강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리더십 코칭, 팀빌딩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

일상적 성과관리로의 전환

OCI는 연중 어느 때나 온라인으로 업무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도록 2021년 ‘상시 피드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팀장 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코치와 함께하는 ‘상시 피드백 워크숍’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 팀장 이상은 Risk Management에 

대한 실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파견제도 : 전 세계 계열사에서의 업무 경험 기회 제공

*  외국어 교육 과정 : 전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 대상 외국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회화 과정 지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1인당 교육 시간 시간 42 46 43

1인당 교육 비용 백만 원 0.29 0.24 0.28

임직원 교육* 현황

* 총 교육시간 산정 시 사업장별 환경안전교육 이력 포함

신규입사자들의 조직 이해도 및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Onboarding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품 및 업무 교육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의 소통, 입사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협업문화를 장려하고 Employee Experience를 향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운영하여 신규입사자들이 

빠르게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졸신입사원 대상으로는 회사 

정착과 역량개발을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규입사자 Onboarding

미래사업을 위한 인재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주요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 및 직급 별 역할 수행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조직이나 회사의 니즈에 맞게 자체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외부 프로그램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와 같은 메가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필수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 실무형 인재 양성

임직원의 외국어 과정 학습과 더불어, 해외 파견자를 대상으로 집중 화상 전화 

외국어, 현지 문화 진단 및 학습 등의 교육을 운영하여 현지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인재 양성

*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게더타운 면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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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동반성장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협력사 상생협력

소통문화 강화

OCI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우현 부회장과 상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신입사원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바라는 회사의 모습, 회사 전반 및 조직 생활 

등에 대해 토의하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CMO*가 ‘OCI VISION ROADMAP’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방향에 대해 임원, 

팀장, 매니저들에게 설명하는 세션을 진행했고, 특히 비대면 방식의 이점을 

활용하여 매니저들의 질문에 CMO가 답하는 라이브 세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CEO가 직접 회사의 실적, 자산, 

시장 상황, 전략 등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경영현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CMO(Chief Marketing Officer)

임직원 다양성 존중

OCI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채용, 업무 수행, 승진 등 모든 근무 

과정에서의 나이,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 다양한 소수계층 인력을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성/부성 보호 제도

OCI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부/모 관계없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이 육아 및 가족 돌봄(질병, 사고, 노령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OCI는 군산 지역에 OCI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내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

OCI는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주요 안건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OCI는 노사간 화합을 위해 ‘노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상호 

이해 및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워크숍 등을 

지속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로 거듭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방지

OCI는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외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증인을 확보하고 피해내용 및 증거자료를 

문서화하는 등 엄중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

OCI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임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직장 내 따돌림, 상사/동료간의 

갈등 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발생되는 육아, 

부부이혼 그리고 개인적인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OCI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동반성장

OCI는 ‘Visibility’, ‘Speed’, Flexibility’의 SCM 전략을 기반으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를 준수하고 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 

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OCI는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짐을 인지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OCI의 

벨류체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OCI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 관리 및 공정거래 정책 준수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법의 주요 내용, 하도급 공정거래 

방식, 법규 위반 시의 제재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사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활동 추진

OCI는 공정함을 기본으로 협력사와 거래하며 더 나아가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기술협력, 금융지원, 경영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며,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방성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협력사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반성장 문화 조성

OCI는 협력회사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협력사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및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문제를 청취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I는 협력회사의 산업 

재해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 실시와 더불어, 2021년 4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각 협력업체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관리 강화활동을 공유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OCI 협력업체 안전협약 간담회

임직원 고충상담 홍보 포스터

기술협력
협력사 인력개발  

및 교류 지원

• 직무 및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한 모바일 교육  

플랫폼 제공·취업 박람회 지원

금융지원 임금격차 해소 운동 • 협력사 직원 출퇴근 교통 지원

경영지원

국내 판로 지원
• 구매상담회 참석

• 자체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거래 매출 발생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 상생 결제시스템 운용

복리후생 지원 • 창립 기념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재난지원
COVID-19  

극복 지원

• 협력사 방역용품 지원

• 지역사회 코로나 극복 기부금 지원

2021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2021 국내외 협력사 구매현황

892개

국내 90% / 해외 10%

협력회사

1조 1,712억 원  

국내 67% / 해외 33%

구매금액

SCM 전략방향

VISIBILITY SPEED FLEXIBILITY

공급망 

가시성 강화

의사결정과 

실행력 속도 최대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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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사회공헌

공급망 ESG 관리 사회공헌 전략체계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OCI는 협력회사 선정, 평가, 관리 수행시 ESG 경영 원칙을 적용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및 신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평가 이후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 별 맞춤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실사를 통해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식별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진단

OCI는 원부자재 수급의 영향력 및 수행도, 품질관리 이슈, 실사 및 진단 시 

발생하는 비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 및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를 

선별·분석하여 해당 고위험 협력사에 대해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회사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등 상황별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평가 및 현장 실사

OCI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인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전에 협력사들은 경영, 기술, 품질, 환경, 안전, 사회 등 경영 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 지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OCI는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개선 조치

OCI는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개선 

과제로 정의하고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회사 임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일 경우 반드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CI는 협력회사의 공급망 

리스크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회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협력회사 신용도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협력사의 채무 불이행이나 

행정소송, 신용등급 변동 등 재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경영활동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OCI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OCI는 진정성, 공정성, 지속성, 직원 참여의 4가지 기본 원칙 아래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의 테마를 바탕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과 기업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라는 믿음으로 OCI 임직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영

• 재무 안정성

• 제품 수익성

• 기업 성장성

환경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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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사항 고지 여부

• 사회공헌 활동

• 대외 수상 경력

협력사 실사 주요 지표

공급망 통합 관리 프로세스 

협력사 

가시성 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

•업무 실행 속도 향상

협력사 

통합 관리

• 선정, 평가, 관리 등 운영 프로세스  

통합 및 표준화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협력사 

대응체계 강화

• 시장환경 변화 정보 제공

• 리스크 대응체계 수립 지원

STEP 

1

STEP 

2

STEP 

3

Section

Principle

Theme

Vision

Solar

태양광 발전 사업 역량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리 학습기회 제공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확대

Culture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OCI 임직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수행

OCI Family

사업장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소외계층  

경제적/비경제적 지원

Community

진정성 공정성 지속성 직원 참여

나누는 사회, 함께하는 OCI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2021 

사회공헌 

성과

4 억 원

사회공헌 금액

300 시간

임직원 봉사시간

75 명

임직원 봉사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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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OCI 사랑의 1004 운동 사업 연계 사회공헌 활동

코로나19 지원 활동

사랑의 라면/쌀/김장 나눔

OCI 사업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해마다 라면, 쌀, 김장김치 

등을 기탁하고 지역 저소득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후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및 노동조합은 군산 지역 

저소득층 100가구를 위해 라면 100박스를 기증하였으며, 포항공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백미 10kg 

150포를 전달하였고, 군산공장은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김장 1,700포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마을 후원

OCI 군산공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자매결연을 맺은 5개 마을(해이, 

장전, 개원, 미창, 서흥)에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을 

기념하여 TV도 전달하였습니다. 군산공장은 공장 인근 5개 마을과 

10년째 자매 결연을 맺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OCI 광양공장은 광양시 태인동 주민들을 위해 

노인용 보행기 50대와 300만원 상당의 비옷 100벌을 기탁하였습니다.

태양광 랜턴 만들기

OCI는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매년 

태양광 랜턴 만들기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5명의 임직원이 

태양광 랜턴을 제작하여 전기가 부족한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사랑의 빛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의 주제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본업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희망DREAM 상자 나눔

OCI 포항공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위생용품과 마스크, 부식품 등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 

DREAM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희망DREAM 

상자 나눔 행사는 포항공장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1004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포항공장, 청림동통장협의회, 대한적십자사가 마음을 모아 

청림동 15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나눔곳간 백미 기탁

OCI 익산공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방문해 나눔곳간 이용자들을 위해 백미를 기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공장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학교 급식으로 매년 840만 원,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장학금 매년 240만 원, 장애시설에 매년 180만 

원씩 후원하는 등 OCI의 사회공헌 이념 아래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OCI Dream은 2019년 정식 출범한 OCI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목표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OCI는 단순히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OCI Dream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장애직원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을 

들여 장애인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으로, 설립 당시에는 총 13명의 

장애인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총 

22명까지 늘었으며, 이 중 14명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OCI Dream

▶ 건강식 카페 다이닝 레스토랑

건 강 식  카 페 다 이 닝 인  ‘ 썬 더 버 드 ’ 와  공 유 주 방  배 달 전 문 점 인 

‘수유리혼밥왕’은 OCI Dream의 B2C 사업인 건강식 카페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서비스 직종에 대한 장애인과 고객 간의 인식개선 및 

사회성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합주단

OCI Dream의 장애인 합주단인 ‘드림앙상블’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창단된 전문 클래식 

연주단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OCI 임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연주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사내공연 및 외부문화 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30OCI INTEGRATED REPORT 2021



Governance
OCI는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요인별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합니다. 또한 윤리경영과 인권경영 

방침을 세우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해 갑니다.

OCI 여성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98 %

2021년도 참석률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 

ESG 통합 등급

A50 %

사외이사 4인 중 2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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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 정책

이사회 구성 현황

OCI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CI는 상법 제382조와 정관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OCI 내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며,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이 최종 결정 

됩니다. 이사회의 견제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를 추천합니다.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OCI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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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OCI는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산하위원회를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감사위원회는 4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주식 보유 현황

2021년 기준 당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영진(사내이사)은 총 3명 

으로, 세부 인원 및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 분야별 전문성을 우선으로 학업 배경, 산업 

경험, 산업내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배경 및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OCI는 자본시장법 개정 예고 전인 2019년 

3월부터 여성이사 2인을 선임하며,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사외이사 평가 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독립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업 개발, 조직 

운영 및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 시에는 주주가치제고 여부, 성실한 책무수행, 투명한 

업무절차 등 이사의 역할 평가와 함께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 사업장 안전보건, 협력회사 동반성장, 사회공헌 추진실적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 검토

상법 제382조와 동법 제542조의8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고려하여 

독립성 이슈 있는 후보 배제

후보 선임 

의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선임 의결, 

선임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점검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화학, 

법률, 회계ㆍ재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① 이사회의 전문분야 및 성별 고려

② 사외이사 구성비율

③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④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1

4

2

3

직위 성명 성별 임기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백우석 남

2021.03.24 

 ~  

2024.03.23

화학사업  

운영 경험 및  

경영 전문성

(現) OCI㈜ 대표이사 회장

(現)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現)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이우현 남

2021.03.24  

~  

2024.03.23

화학사업  

운영 경험 및  

금융ㆍ경영 전문성

(現) OCI㈜ 대표이사 부회장

(現) 부광약품㈜ 대표이사 

(現)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現) Director, OCIM Sdn.Bhd.

(現) 비앤오바이오㈜ 기타비상무이사

김택중 남

2022.03.23  

~  

2025.03.22

화학사업  

운영 경험 및  

경영 전문성

(現) OCI㈜ 대표이사 사장

(現)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이사

(現)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감사

(現) Director, OCIM Sdn.Bhd.

사외 

이사

한부환 남

2021.03.24  

~  

2024.03.23

법률전문가  

(변호사)

(現) OCI㈜ 사외이사/감사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

제43대 법무부 차관

장경환 남

2021.03.24  

~  

2024.03.23

회계ㆍ재무전문가 

(AICPA)

(現) OCI㈜ 사외이사/감사위원

㈜대한항공 부사장/전략본부장/CFO

KPMG Consulting Korea 대표이사

안미정 여

2022.03.23  

~  

2025.03.22

특허 및  

바이오산업 전문가 

(변리사)

(現) OCI㈜ 사외이사/감사위원

(現)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겸임교수

(現) ㈜SL바이젠 대표이사

강진아 여

2022.03.23  

~  

2025.03.22

경영학자 

(교수)

(現) OCI㈜ 사외이사/감사위원

(現) 현대모비스㈜ 사외이사/감사위원

(現) 서울대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 독립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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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명

주식보유 경영진

(사내이사)

백우석

11,052주

이우현

1,202,459주

김택중

96주

이사회 주식 보유 현황
(2021.12월 기준)

이사 소유분 vs 그 외

경영진(사내이사) 그 외

(2021.12월 기준)

5.09% 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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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책 이사회 운영

이사회 보상

이사회 보수 지급 한도액은 보상 투명성 강화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주요 업무 및 직책에 따른 기본급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은 회의 참석률,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액은 65억 원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의 

총액은 약 30억 원입니다.

이사회 개최

2021년 OCI 이사회는 총 1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출석률은 

사내이사 100%, 사외이사 97.75% 였습니다. 총 2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으로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ESG위원회 신설 및 규정 제정 등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위 

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이사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일부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지배구조

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 (2021년 연간 기준 / 백만 원)

구 분 단위 사내이사 사외이사 총 계

인원수* 명 4 5 9

보수총액** 백만 원 2,730 271 3,001

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682 54 -

* 2021년 3월 퇴임한 김상열 기타비상무이사 및 6월 사임한 유기풍 사외이사 포함

**  보수총액에는 2021년 3월 퇴임한 김상열 기타비상무이사 및 6월 사임한 유기풍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포함

*** 보수총액을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각각 나눈 단순평균임

이사회 활동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이사회 개최 (정기/임시) 회 12 13 13

부의 안건 수 건 24 18 25

사외이사참석률 % 100 98 98

CEO 및 임직원 보수 지급 현황 (2021년 연간 기준)

총 보수(천 원) 직원 보수 평균값(천 원) 배율(배)

833,992 88,800 9.39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4명

(장경환*, 한부환, 안미정, 강진아)

사내이사 3명

(백우석*, 이우현, 김택중)

사외이사 4명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사내이사 1명(이우현),

사외이사 4명

(안미정*, 한부환, 장경환, 강진아)

사내이사 1명(백우석*),

사외이사 4명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사내이사 1명(김택중*),

사외이사 4명 

(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기업 회계와 주요 업무 감사 수행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타 법인 출자 등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후보 검토 / 선정 / 추천

•이사 및 경영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심의 및 의결

•ESG 정책 수립 및 주요 이슈 심의

•ESG 활동 관련 규정 제·개정

•ESG 활동 내역 검토 및 평가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 위원장

OCI는 ESG 중심경영을 선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2021년 7월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외이사 

4명 전원과 사내이사 1명(CEO), 총 5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보다 실무적인 접근과 실행을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ESG 경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  ESG 보고 기능 강화, ESG 평가 개선 계획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ESG 이슈 심의 : 온실가스, 폐기물 등

▶  ESG 전략 수립 및 투자 심의 : 

탄소중립, 거버넌스, ESG 관련 투자 등

ESG위원회 주요 심의 및 논의사항

ESG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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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OCI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세부방침을 정립하고 각 조직별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경영기획팀의 주관 하에 매년 연초 모든 부서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팀이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연 2회, 주관부서가 연 1회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세부 내용을 경영진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발생시 주관부서가 경영진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을 지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 발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 리스크 관리

OCI는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을 적시에 점검하여 관련 리스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매매 체결일로부터 영업 2일 이내에 당해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OCI는 기업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행위 등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식별·예방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식한 즉시 보고 및 분석·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 영향도를 측정하여 리스크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STEP 1

리스크 인식 리스크 분석 및  

주요 리스크 도출

리스크 별  

관리 방안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STEP 2 STEP 3 STEP 4
리스크 관리 조직체계 

경영관리부문 사업/영업부문 생산/연구부문

보고

점검 승인

심의·승인

최고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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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장(사업장)

최고경영자(전사)

리스크 점검

주관 부서장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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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리스크 선정 배경 OCI에 대한 영향 OCI의 대응활동

재무

리스크

시장 위험,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 

금융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재무 리스크로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환 리스크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이 53%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 가능성 상존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 발생, 수출채산성과 가격경쟁력 악화 이익 변동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 및 통화선도계약 체결 실시

신용 리스크
2021년 말 기준 신용평가 등급은 A(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되어 추가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발생
• 신용평가등급 하향,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인한 기업대출 위축

재무상태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계약의무 불이행, 금융기관 예치금 등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 예방

유동성 리스크
2021년 말 기준 유동성 차입금 약 3,408억 원 및 유동비율 약 270%로,  

건전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자금조달 차질, 보유자산의 긴급 저가매각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

단기, 중장기 자금 관리 계획 수립 및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 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검토

이자율 리스크
2021년 말 기준 변동이자율로 조달된 차입금은 약 2,3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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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변동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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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가격 변동 관리 및 구매량 조절 등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자본조달 리스크
2021년 말 순차입금을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한 자본조달비율은 35.53%로  

자본비용 절감 및 최적 자본구조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유동성 부족 위험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한 최적 자본구조 관리

비재무

리스크

OCI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재무 리스크 외에 준법, 

환경안전, 공급망 등의 리스크를 

비재무 리스크로 분류하고 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 리스크 법규에 따른 기업 평판도 하락 및 영업활동,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 발생 • 규제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 및 배상책임 발생, 법적 분쟁 비용 발생
법규 및 준법 통제 기준 준수에 따른 리스크 사전 차단,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적 분쟁 관리

환경안전 리스크 사업장 내 환경안전 사고 발생시 작업자 및 지역사회 환경안전 보건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발생 및 기업 평판 하락, 지역사회 마찰 등 영업에  

심각한 영향 초래
사업장 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확립 및 정기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외거래 리스크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자회사 매각 등으로 파생되는 수익성 변화 발생 •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재무위험성 발생
해외사업 프로젝트 발굴, M&A 관련 법률 자문 및 전략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외거래 리스크 최소화

공급망 리스크 자본흐름 및 환율 등 경제 내부에 상존하는 요인들로 인한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 원자재 수요 상승에 따른 가격 불안정, 고객수요의 변동성 증폭에 수요예측 불가 중·장기적 공급망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인재 리스크 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별 전문가 필요성 증대 • 인재 부족에 따른 R&D 약화 및 제품 품질 악화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확대

잠재 

리스크

OCI는 미래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잠재 

리스크로 정의하고, 대내외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탄소배출권 관리의 중요성 강화
• 탄소 배출 저감 실패 시 배출권 구매 비용 발생, 과징금 부과 가능성 존재 각 사업장 별 감축 목표 할당, 배출 현황 모니터링 및 감축활동 독려

정보보안 리스크 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 강화 요구 증대
• 핵심 정보 유출에 따른 영업권 및 지적 재산권 손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정보보안 정책  준수, 문서 암호화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한 무단 유출 예방

생물다양성 리스크
생물다양성, 자연 환경 등을 자연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과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가
• 기업 자연자본 관련 공시 법규화 또는 행동규범이 향후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환경 보호 실천 활동, 공급망 내 부정적 환경 영향 및 자연자본 데이터 관리 등

탄소세 관련 리스크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정 • 탄소국경세의 범위가 화학업종까지 확대되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원가 경쟁력 확보, 제품 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 노력, 탄소세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

리스크 요인별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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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조세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조세 리스크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인 OCI는 해외에 진출한 국가별 조세 법규 및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무팀을 신설하여 납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와 함께 해당 사항들을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납부 현황(연결 기준)

정보보호 추진체계

OCI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보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관리 주관부서인 총무팀에서 정보보안 관련 모든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HR부 담당임원이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부서(관리팀 또는 총무팀)에 정보보안 담당자를 선임하여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

OCI는 주요 업무시스템에 대해 모의 해킹 등을 통한 취약성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웹 업무시스템 취약성 점검 

(연 1회), 사이버 위협(악성코드) 대응 모의훈련(연 1회 이상) 등 대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취약성 점검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조치완료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제고

OCI는 신규 신입/경력 입사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문화 

확산, 정보보호 실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홍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정보보호 규정 및 유의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OCI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보안 인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통해 정보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사고 대응

OCI는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사업장에서 정보보안 사고를 인지한 경우, 

본사 정보보안부서로 신속히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보보안부서에서는 

대응 조직을 소집하여 사고 대응 및 필요절차를 이행하며,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임직원 제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보보안 사고 관련 발생이 없습니다. 

Master File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 법인의 소유구조

•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익창출요소, 사업부문 현황)

• 무형자산 보유내역 

• 그룹 전체 법인의 자금조달내역

• 합병/분할/거래구조 변경 사항

Local File

(개별기업보고서)

• OCI의 조직구조와 사업현황

• OCI의 제품군별 매출/매입현황

• 무형자산 보유/변동내역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및 내용  

(기능분석, 정상가격 산출 근거, 거래 수익률)

Country by 

Country Report 

(국가별 보고서)

• 조세 관할 국가

• 주요 수익원별 매출 현황

• 현금주의/발생주의 소득세 정보 

• 자본금 및 기타 자본 구성 현황

• 주요 사업 활동

이에 OCI는 Action Plan 13에서 요구하는 공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1)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2) 개별 기업보고서(Local file), 

3)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 과세당국의 구비 

및 제출요건에 맞추어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활동에서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당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및 조세납부 정보공시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조세전략 

규제방안을 담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Action Plan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BEPS Action Plan 보고서의 

15가지 조세전략 규제방안 중 납세자(기업)의 정보 제공과 관련된 Action Plan 

13(‘이전가격 및 납세정보의 문서화’)은 납세자(기업)의 광범위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 사이버 보안 강화 활동 현황

구 분 세부 업무 총 계

사업장별  

사이버 위험 대응  

모의 훈련 진행　

광양공장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시행 완료
21.07.30

군산공장 전산시스템 보안 위협  

대응 훈련 시행 완료
21.12.16

정보보안  

유출 대응  

모의해킹 시행　

주요 웹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컨설팅 진행
21.12.06 ~ 17 

해당 취약점 내용에 대해  

조치 완료 후 이행 점검 진행 예정
22년 상반기

2021 정보보안 교육 이수 현황

구 분 수강 인원 이수율

정보보안 교육 1,586명 100%

개인정보취급자 보안교육 86명 100%

0 건2021년 사이버/정보보안 위반 및 사고 건수
(2021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베트남은 해당 국가 소재 계열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임

한국

1,579,641

1,519

일본
OCI JAPAN CO., Ltd.*

1,210

101

미국

249,537

2,807

베트남
OCI VIETNAM CO., LTD.*

14,841

109

필리핀
PHILKO PEROXIDE CORP.*

7,965

180

중국

1,021,811

1,255

말레이시아
OCIM Sdn. Bhd.*

729,948

-81,416

 매출액

 조세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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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 체계

윤리교육 진행 현황 (단위: 명)

과정 2019 2020* 2021**

Diversity & Gender Equality 교육 2,183 1,692 1,702　

Business Ethics 교육*** 75 1,638 42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행

**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및 대면 강의 병행

***  2020년에는 동영상 강의로 전 직원 교육 진행,  

2021년에는 교육 내용 강화 및 대면 전환으로 수강 대상 축소

윤리감사 실시 현황 (단위: 회)

　구분 2019 2020 2021

정기업무감사 4 5 4　

기획감사 3 4 4

특별감사 0 5 4　

신문고 신고 현황 (단위: 건)

과정 2019 2020 2021

신문고 신고 0 3 3　

윤리경영 체계

OCI는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기업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수립하고 올바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OCI는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제정, 공포하여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준칙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공정한 업무 수행, 회사 재산과 정보보호, 건전한 직장과 사회생활, 

국가와 사회에의 기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CI의 모든 임직원은 엄격한 준칙에 따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계열사는 물론 협력사까지 윤리경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임직원 윤리경영 활동

OCI는 신입사원 입사 시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수강하고 윤리규범 준수를 다짐하는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사 제도

본사, 사업장 및 계열사의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해 윤리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도는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와 특정 업무 

관련 비정기적 기획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확인감사 

등으로 구분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부정사항은 

성과평가에 반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OCI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부정과 

오류에 대해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OCI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X, 사이버 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감사실은 신고채널을 

통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OCI는 제안 제도가 반영된 감사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개선방안 

또는 부정·부당 및 법령이나 사규(‘임직원윤리행동준칙’ 및 ‘내부회계관리규정’등 

포함)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제안할 경우 감사실에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의 경우 

신원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며, 실명제보 시에도 제안자가 신분비밀을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히 신분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리 진단/신고 제도

▶ 내부통제 시스템 ▶ 내부신고제도

▶ 감사제안제도

리스크 인지

보고

평가 및 

승인

보고

보고

실무담당자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준법지원인 대표이사
내부회계  

관리자

내부통제시스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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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존중 조항(Article)

인권존중 원칙인권정책

OCI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UN Global Compact,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 및 규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사업 영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OCI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장 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이를 

적용합니다.

OCI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되는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합니다.

OCI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OCI는 임직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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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의 이해 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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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복지제도 및 사내기금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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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규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위험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서 배제한다.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부쳐 철저히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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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방침

OCI는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사, 협력회사 임직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활동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노동 및 인권 관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별, 

인종, 연령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등 인권 보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문화

OCI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 및 여성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조직문화 활동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OCI는 

인권정책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잠재적 인권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프로세스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인권보호 및 증진

38OCI INTEGRATED REPORT 2021


	단추 1385: 
	단추 1384: 
	단추 1386: 
	단추 1691: 
	단추 1692: 
	단추 1693: 
	단추 1694: 
	단추 1695: 
	단추 1696: 
	단추 1697: 
	검색  19: 
	단추 1698: 
	단추 1699: 
	단추 1700: 
	단추 1701: 
	단추 1702: 
	단추 1703: 
	단추 1704: 
	단추 1705: 
	단추 1706: 
	단추 1707: 
	검색  20: 
	단추 1708: 
	단추 1709: 
	단추 1710: 
	검색  5: 
	페이지 38: 

	단추 1487: 
	페이지 38: 

	단추 1488: 
	페이지 38: 

	단추 1489: 
	페이지 38: 

	단추 1490: 
	페이지 38: 

	단추 1491: 
	페이지 38: 

	단추 1492: 
	페이지 38: 

	단추 1493: 
	페이지 38: 

	단추 1494: 
	페이지 38: 

	단추 1495: 
	페이지 38: 

	단추 1496: 
	페이지 38: 

	단추 11012: 
	단추 1681: 
	단추 1682: 
	단추 1683: 
	단추 1684: 
	단추 1685: 
	단추 1686: 
	단추 1687: 
	검색  18: 
	단추 1688: 
	단추 1689: 
	단추 1690: 
	단추 1671: 
	단추 1672: 
	단추 1673: 
	단추 1674: 
	단추 1675: 
	단추 1676: 
	단추 1677: 
	검색  17: 
	단추 1678: 
	단추 1679: 
	단추 1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