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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

2008년은환율급등, 원유가격의급등락, 에너지수요감소등으로어려운경제적환경이었습니다.

이에 SK에너지는‘지속적생존과성장동력확보’라는목표를설정하여 2008년에 SK인천정유

합병및제3고도화시설건설을완료하고동시에해외시장확대, 석유개발사업및윤활유사업의

수익성증대와비용절감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전세계적인경제위기상황 속에서도

국내에서 2번째로 수출 240억 달러를 돌파하고 1조 8,915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고객,

주주,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투자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SK에너지는‘글로벌 성장 Option 발굴.실행을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 추진’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개선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 중국 등 해외시장

성과 창출, 자원개발 확대 및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주주와투자자를위한경제적가치를
지속적으로창출하겠습니다

 주요이슈

●에너지 .화학사업분야강화및기술에
기반한신성장동력개발

●해외자원개발을통한안정적에너지공급

●미래에너지기술개발강화

●

2008년 SK에너지는수출드라이브정책에힘입어업계최초수출 240억달러를달성하여
대한민국을대표하는수출기업으로서의위상을인정받았습니다. 24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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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참여 :주주/투자자】

SK에너지는 주주 및 투자자와의 원활한 Communication을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현황 및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관련법에근거한주주제안제도를통해일반주주들이이사회의사결정에참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회사의경영정보와주가현황, 주식정보, 재무정보, 공시정보및주요 IR(Investor Relations) 관련
일정및행사를회사홈페이지를통해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는 기업설명회와 1:1 미팅, Conference Call, e-Mail,

전화상담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주주의이익과관련된주요경영사항은증권거래법에따라한국거래소와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
니다.

다양한 Communication 채널을통해파악된주주및투자자의 SK에너지에대한주요기대사항은‘기업
가치의지속적증대’,‘석유개발및대체에너지개발확대’,‘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등이며 SK에너지는
이같은주주및투자자의기대에부응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 기업가치의증대】

2007년지주회사분할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에이어, 2008년은 SK인천정유합병, 제3고도화시설준공,

인도네시아제3 윤활기유공장상업가동등다양한성장옵션의가시화를통하여 SK에너지가한걸음더
발돋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주주가치를제고한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5조 7,37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업별 매출액의 경우 판매물량
증가와 제품가격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5%, 40%

증가하였으며 석유개발사업과 윤활유사업 또한 물량증가 및 단가상승으로 매출액이 각각 63%, 6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경우석유사업과석유개발사업의실적호조로전년대비 28% 증가한 1조 8,915억원을기록
하였습니다. 석유사업은고도화설비의본격가동으로인한수출물량증가와크래킹마진상승영향으로
전년대비영업이익이 104% 증가하였으며화학사업의경우, 경기침체로인한시황약세및제품수요부진
으로영업이익이전년대비감소하였습니다. 석유개발사업은유가상승및생산량증대등으로전년대비
67% 증가한 2,944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윤활유사업은 인도네시아 윤활기유공장 가동으로
인한수출물량증가등으로영업이익이전년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FOCUS ON...
‘기업가치의지속적증대’라는주주및투자자의기대에부응하고자
항상노력하고있습니다

2008년주주/투자자와의
Communication 활동실적
(단위 : 회, Total 300회)

실적설명회 4

해외 NDR* 5

Conference 참가 7

국내외기관방문 IR 35

1:1 미팅 249

*NDR : Non-Deal Road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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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수출드라이브정책에힘입어 2008년업계최초로수출 240억달러를달성하여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SK에너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유업계전체의성과였습니다. 내수산업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 2008년석유및석유화학제품수출이
반도체와자동차등을제치고조선에이어 2위에올라국가무역수지개선에도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또한 석유에 대한높은수입의존도와국제유가가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상황하에서원유의
공급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국내정유업계는지속적인투자로해외유전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매장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정유업계의 지속적 투자는 자주 원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 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

해외자원개발
2008년 SK에너지는 기존 생산광구의 효율적 운영, 유망 탐사사업 참여 및 LNG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석유개발사업에서매출액 5,253억원, 영업이익 2,944억원의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 2008년말
현재석유개발사업은 17개국 31개광구및 4개 LNG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 이중생산광구는 9개국
11개 광구로 SK에너지의 지분으로 2008년 연평균 일산 2만 6천 BOE(Barrels of Oil Equivalent)의
원유와가스를분배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당사가 17.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루 56광구에서 9월 중순부터 생산을 개시하였고,

10월 중순부터는 기존 생산광구인 베트남 15-1 광구의 수투방 필드에서 원유생산이 개시되어 2008년말
평균 일산 지분생산량이 3만 8천 BOE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지역인 남미의 콜롬비아
에서 CPE-5, CPO-4, SSJN-5 광구참여에성공하였으며지분참여를통해오만 51광구등총 5곳의신규
탐사광구에참여하였습니다.

한편,예멘과페루LNG프로젝트투자금액의 60%에해당하는프로젝트파이낸싱을성공적으로완료하여
당사의투자비용부담이크게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예멘 LNG프로젝트의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고, 페루 Z-46광구와 더불어 콜롬비아
CPO-4, SSJN-5 두개광구의운영권자로서본광구들의탐사작업을직접주도할계획입니다.

석탄개발사업에서도호주에 4개생산탄광과 4개탐사프로젝트, 중국에 1개생산탄광에투자하고있으며
에너지 광물인 캐나다 우라늄 탐사사업에도 진출하여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사업범위를 확장하였습
니다. 앞으로도호주이외에중국, 인도네시아등해외유망탄광개발을적극추진할계획이며, 저급탄
고급화등기술개발투자및석탄선적설비등인프라시설투자를통해안정적으로 유연탄을 확보하고
광물자원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관련산업발전에중추적역할을해나갈것입니다.

석유개발현황 (2008) (단위 : 개)

생산광구
탐사광구
LNG 프로젝트

9

14

4

11

20

4

국가수 광구수

매출현황 (단위 : 억원)

2006

내수
수출

51.57%

48.43%

20082007

47.50%

52.50%

40.95%

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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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광구현황 (2008)

국가 광구 지분
카미시아 17.60%

페루 8 8.33%

56 17.60%

베트남 15-1 9.00%

리비아 NC-174 8.33%

이집트 북자파라나 25.00%

코트디부아르 CI-11 12.96%

인도네시아 방코 25.00%

브라질 BM-C-8 40.00%

알제리 이사우안 8.50%

영국 캡틴 0.77%

윤활기유해외수출확대
SK에너지는 고급 윤활기유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컴플렉스의
제 1, 2 윤활기유공장에서 일일 2만 1천배럴, 그리고 2008년 5월 준공한 인도네시아 두마이공장에서
일일 7천 5백배럴의 윤활기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되는 고급 윤활기유의 90% 이상은
미국의엑슨모빌 등 전 세계 50여개국, 200여개 업체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마케팅 강화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7월에 암스테르담지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휴스턴, 동경, 자카르타 등의 지사와 함께 Global Network를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 Major

Player의위치를더욱확고히하고있습니다.

베트남 15-1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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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에너지기업으로의도약】

SK에너지는글로벌일류에너지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하이브리드자동차용배터리등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미래에너지개발에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ACO 기술상용화추진
SK에너지는 교육과학기술부‘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사업’에참여하여촉매분해법으로올레핀을제조할수있는기술(ACO, Advanced Catalytic Olefin)을
개발했습니다. ACO 기술은 생산성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CO2 배출을 저감시키는
효과로 환경규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세계적인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인 미국 KBR (Kellogg Brown &

Root) 社와 공동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 상용
Demo Plant의설계를완료하고울산컴플렉스에건설(2010년완공예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용배터리개발
자동차에 있어 에너지 절약과 공해저감 성능이 높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제품은 기존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과 출력효율이 3배에 달하는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으로, 2008년에는 Demo Plant를 준공하고
양산기술 개발을 본격화 하였으며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배터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산화탄소플라스틱개발
이산화탄소를 주요 원료로 하는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Green-PolTM)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기술 및 상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아주대학교와 연구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의
속도를 높였으며 2011년 상업화를 목표로 상용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Green-PolTM은 중량의 4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원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을확보하는효과도있으며, 연소할때유해가스가발생하지않는친환경신소재입니다.

녹색 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

하이브리드자동차용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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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십억원)

구분 2006 2007 1H 2007 * 2008

자산총계 19,602 19,043 15,699 22,456

유동자산 6,618 5,654 6,707 10,702

비유동자산 12,983 13,389 8,992 11,754

부채총계 11,570 10,663 9,514 15,140

유동부채 6,700 4,887 6,590 9,039

비유동부채 4,870 5,776 2,924 6,101

부채비율 (%) 144 127 154 207

자본총계 8,031 8,380 6,186 7,316

자본금 653 653 463 469

자본잉여금 3,976 3,993 5,455 5,877

이익잉여금 4,777 5,429 344 1,000

자본조정 -1,202 -1,431 -2 -20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3 -264 -75 173

※2007*는 SK에너지제 1기(2007년 7월 1일 ~ 12월 31일)감사보고서를기준으로하였으며,
2006년~2007 1H는 SK주식회사의실적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십억원)

구분 2006 2007 1H 2007 * 2008

매출액 23,652 12,926 14,862 45,737

매출원가 21,277 11,411 13,515 42,420

매출총이익 2,374 1,515 1,347 3,317

판관비 1,209 639 743 1,426

영업이익 1,165 875 604 1,891

영업외손익 655 277 -121 -933

세전이익 1,820 1,153 483 958

법인세비용 426 221 139 70

당기순이익 1,394 865 344 888

※ 참고사항

● 2006년~2007년상반기는
SK주식회사의실적이고,
2007년하반기부터는
신설된 SK에너지의실적임.

● 2007년실적의경우사업의연속성을
고려하여상반기와하반기를통합하여
표기하였으나통합이어려운경우에는
상반기(2007 1H)/하반기(2007*)로
구분하여표기함.

● 2008년의경우동년 2월에 SK인천정유가
합병됨에따라 SK인천정유의실적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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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현황

구분 2006 2007 * 2008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주당순이익 (원) 11,680 3,740 9,657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211,919 194,540 195,289

※ 2007*는 SK에너지제 1기(2007년 7월 1일 ~ 12월 31일)감사보고서기준

주당배당금추이 (단위 : 원)

지급이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지급이자 3,616 3,029 4,806

※ 영업외손익상의이자비용으로, 유무형자산취득시자본화된금융비용은포함되지않음.

지역사회투자 (기부)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지역사회투자 408 336 385

국가의재정적지원 (정부보조금수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석유개발 16,237 25,364 44,542

석탄/광물개발 97 909 420

합계 16,334 26,273 4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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