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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Profile

2.1 | 2.3 | 2.4 | 2.5 | 2.6 | 2.8 | 2.14 | 2.15

SK에너지는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출발하여 국내 최대 종합 에너지/화학기업으로서 주력 산업인 에너지와 화학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하는 한편, 에너지, 화학사업을 기반으로 OK 캐쉬백사업, Car Life사업 등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회사개요
•회사명

SK에너지㈜

•설립일

1962.10.13

•본사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울산 COMPLEX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

•진천 공장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90

해외 Business Network(2006)
해외지사
투자법인

MOSCOW
LONDON

ALMATY

NEW JERSEY

BEIJING

•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1

KUWAIT
DUBAI

매출액 : 236,515억원
•규모
(2006년 기준)

TOKYO
SHANGHAI
GUANGDONG

HOUSTON

SINGAPORE

영업이익 : 11,654억원
자산 : 196,016억원
임직원수 : 5,185명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사업영역

석유, 가스, 윤활유, 특수제품, 석탄,
화학, 자원개발,
OK 캐쉬백, Car Life, 생산기술,
연구개발

국내사업장 현황

본사 (서울)

울산 CLX

❶ HOUSTON

•SK E&P Company

❷ LONDON

•SK Energy Europe Limited

❸ DUBAI

•SK Energy Middle East Office

❹ KUWAIT

•SK Energy Kuwait Office

❺ TOKYO

•SK Energy Tokyo Branch

❻ LIMA

•SK Energy Sucursal Peruana

❼ SYDNEY

•SK Australia Pty. Ltd.

❽ SINGAPORE

•SK Energy Asia

❾ ALMATY

•Representative Office of SK Energy in Kazakhstan

❿ MOSCOW

•SK Energy Representative Office in Moscow

JACARTA

•SK Energy Representative Office in Jakarta

NEW JERSEY •SK Energy & Chemical, Inc. Custom Manufacturing Service
•SK Energy & Chemical, Inc.Bio-pharmaceutical Business
•SK USA Inc.
BEIJING

•SK Energy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SK(China) Holding Company Limited
•SK Lubricants(China) Co., Ltd.
•SK(Beijing) Road Science & Technology Co., Ltd.

기술원 (대전)

•Aikang Hospital
SHANGHAI

•SK Energy Shanghai Representative Office
•SK International Trading(Shanghai) Co., Ltd.
•SK Bio-Pharm Tech(Shanghai) Co., Ltd.

11개 물류센터/
3개 화학사업
영업소

•Shanghai Gaoqiao-SK Solvents Co., Ltd
GUANGDONG •Guangdong SK Advanced Polymer Co.,Ltd.
•SK Energy Guangzhou Representative Office
※ 상위 11개는 2006년말 현재 조직도상 지사이며, 하위 4개는 투자법인 소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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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경영이념이자 공유가치인 SKMS (SK Man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직도

|||| 회사연혁

2006년 12월 현재

1960

CEO(회장)
CEO(사장)
CEO 직속
E&M1) 사업부문

|||| 공유가치 : SKMS (SK Management System)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탄생

구성원들의 경영활동 수행시 판단근거가 되는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

1962_
1964_
1968_
1968_

인 SKMS(SK Management System)는 경영철학인 경영기본이념과

대한석유공사 설립
제1상압증류시설 가동
제2상압증류시설 가동
윤활유 배합공장 가동

생산부문

R&I 2) 사업부문

기술원

화학사업부문

경영지원부문

1970

1) E&M : Energy & Marketing
2) R&I : Resources & International

1980

|||| 주요 관계회사
2006년 12월 현재

SK C&C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 E&S

SKC

SK가스

SK네트웍스

대한도시가스

SK인천정유

부산도시가스

SK해운

청주도시가스

1990

포항도시가스
⋯

대한송유관공사

1970_
1970_
1972_
1973_

방향족 제조공장 가동
Gulf사가 경영권 인수(50%)
제3상압증류시설 가동
나프타 분해센터 가동

에너지·화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세계 일류 기업을 위한 재도약

2007년 7월 현재

SK주식회사 (*)

2000

SK에너지

SK텔레콤

SK인천정유

SKC

대한송유관공사

SK네트웍스

엔카

SK E&S

OCBS
⋯

SK해운
케이파워

(*) SK주식회사(SK Corp.)가 2007년 7월1 일부로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SK holdings Co.,
Ltd.)와 사업회사인 SK에너지(SK Energy Co., Ltd.)로 회사가 분활되며, 기존 SK주식회사
가 영위하던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회사인 SK에너지가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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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본이념

Globalized Innovative Marketing Company
기반 구축
2000_
2001_
2002_
2003_
2003_

미국존슨앤존슨사에 우울증 치료제 기술판매
텔레매틱스 사업 진출 및 시범서비스 개시
SKT 지분 해외증권 발행
베트남 15-1광구 수투덴 유전 원유 생산
BP와 함께 광양LNG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2004_ SK 중국투자유한공사 설립
2006_ SK인천정유 경영권 인수
2007_ 지주회사(SK주식회사)와 사업회사(SK에너지)로
분할

존을 유지하고 나아가 영구히 존속·발전하는 기업을 이루기 위한 시스
템 경영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경영의 원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

경영기본이념은 기업경영에 관한 기본철학으로 기업경영의 목적과 기

서 최소한의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해 제반 경

업의 존재의의를 제시한 기업관, 기업 경영활동의 목표인 추구가치, 기

영활동이 경영기본이념과 일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짐과 동

업관 및 추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인 경영원칙으로 구성되어 있

시에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시스템 경영은 생존

습니다.

기반 확보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이는 이사회 중심의 자
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실행원리

종합에너지·화학 회사로서의 기반 구축
1980_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선경이 경영권
인수
1982_ ‘주식회사 유공’
으로 상호변경
1985_ 신규 방향족 제조 공장 가동
1987_ 그리스 제조시설 가동
1988_ 예멘 마리브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1989_ 제2에틸렌 제조시설 가동

경영실행원리는 경영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경영관리요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행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1992_ 제1중질유 탈황 분해시설 가동
1994_ 이집트 북자파라나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1996_ 페루 8광구 개발원유 상업생산 개시
1997_ 유전개발 현지법인(SK E&P Company) 설립
1997_ ‘SK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1999_ 적립식할인서비스OK 캐쉬백서비스개시
1999_ 간질치료제 기술판매

구미도시가스

케이파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영실행원리 및 경영관리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실행원리 : SKMS의 실행원리

| 기업관 |

기업은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

에서는 경영원칙을 구체화 하기 위한 3가지 핵심활동으로서 SUPEX 목

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표/실행전략, 구성원과 리더의 역할, SUPEX 추구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있습니다.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경영관리요소
| 추구가치 | 추구가치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인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 스스로 추

경영관리요소는 경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해야

구하고 창출해야 할 대상이며 기업경영의 중요한 목표인 이윤으로 구

할 요소로서, SUPEX 추구환경 조성을 위해 실천하고 활용해야 할 구체

성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서는

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요소는 정적요소와

균형적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실제 경영에서 실천될 수

동적요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영원칙 | 경영원칙은 기업관과 추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
로 인간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 추구로 정의됩니다. SUPEX는

정적 요소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Super Excellent 수준

•기획관리

•인력관리

(SUPEX)을 의미합니다. SUPEX 추구의 핵심주체는 사람이고 구성원

•회계/재무관리

•Marketing관리 •생산관리

개개인의 자발적이고(Voluntarily) 의욕적인(Willingly) 두뇌활용

•연구개발관리

•구매관리

(Brain Engagement) 극대화를 통해야만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하

•PR관리

•정보 관리

므로 구성원의 자발적, 의욕적 두뇌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
사는 SUPEX 추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 구성원의 역량신장과 기업
의 성과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구성원과 기업이 함께 발전』
하게 되

•조직관리
•안전관리

동적 요소
•의욕관리

•관리역량관리

•Coordination 관리

•SK-Manship 관리

•Communication관리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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