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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현황 】

SK에너지 서린 사옥(본사)

회사명

SK에너지 주식회사

설립일자

1962년 10월 13일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울산 컴플렉스*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번지

인천 컴플렉스**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40-1번지

기술원

매출액 : 45조 7,373억원
영업이익 : 1조 8,914억원

규모

총 자산 : 22조 4,556억원

(2008년 기준)

임직원수 : 5,523명
최대 지배주주 및 지분율 : SK주식회사, 33.0%

사업분야

석유, 화학, 윤활유, 특수제품, 해외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 2008년 6월,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의 제3 고도화설비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총 2조원을 투자해 건설한 고도화설비는 원유를
1차 정제한 뒤 나오는 벙커C유를 재처리하여 휘발유와 나프타, 경유 등 고부가가치의 경질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이를 통해
하루 6만 배럴이상의 경질유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08년 2월 1일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의 일일 원유 정제능력은 기존 84만
배럴에서 111만 5천 배럴로 증가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위에 해당 하는 정제능력입니다.

【 조직도 】
SK에너지

R&M

울산 컴플렉스

R&C

인천 컴플렉스

- R&M : Refining & Marketing
- R&C : Resources & Chemicals
- P&T : Corporate Planning & Global Technology
- CMS : Corporate Management Service

P&T

기술원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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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 및 주요 자회사 현황 】

(2008. 12. 31 기준)

SK주식회사
33.0%

SK에너지

SK에너지 웹사이트

대한송유관공사

SKME

ENCAR
NETWORKS

38.3%

88.3%

87.5%

SK CTA

SK M&C

33.7%

50.0%

- SKME : SK Mobile Energy
- SK M&C : SK Marketing & Company
※ SK CTA는 2009년 3월 내트럭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연혁 】
1960

1970

1980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탄생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1962.10

SK에너지 설립 (설립 시 명칭 : 대한석유공사)

1964.04

제1 정유공장을 가동하여 첫 석유제품 생산

1968.12

윤활유 배합공장 가동

1970.05

방향족 제조공장 가동

1970.06

걸프사가 경영권 인수 (50%)

1973.03

나프타 분해센터 가동

종합 에너지 . 화학 기업으로서의

1980.12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선경이 경영권 인수

기반 구축

1982.07 ‘주식회사 유공’
으로 회사명 변경
1988. 01 예멘 마리브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1990

종합 에너지 . 화학을 중심으로

1994. 11 이집트 북자파라나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21세기 세계 일류기업 실현을 위한 1996. 07 페루 8광구 개발원유 상업생산 개시
재도약

1997. 06 유전개발 현지법인 (SK E&P Company) 설립
1997. 10 ‘SK주식회사’
로 회사명 변경

2000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화학 메이저로 도약

2003. 11 베트남 15-1 광구 내 수투텐 유전 상업생산 개시
2004. 08 페루 카미시아 유전/가스전 생산 착수
2004. 10 SK (China) Holdings Co., Ltd. 현지법인 설립
2006. 03 인천정유 인수, SK인천정유 설립
2007. 07 기업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출범 (SK에너지 출범)
2008. 02 SK인천정유 합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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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BUSINESS 소개 】
석유사업
2008년 석유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도화설비 가동, 차별적 브랜드 가치 기반의 강력한 마켓 리더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 37%를 달성하며 국내 정유업계 1위 기업의 위치를 공고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인천정유와의 합병을 통한 Multi-Refinery System 구축 및 이를 통한 Value Chain별 통합
운영 강화, 급변하는 원유. 석유제품 가격에 대응한 위험 관리 강화를 통해 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석유

울산 컴플렉스 전경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국내판매는 1억 3천만 배럴, 수출은 1억 5천만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고정 판매처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국내 1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사업
가스사업은 2008년 한해 매출 1조 6,66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150만톤을 판매하여 국내에서 2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계사인 SK가스와의 통합 시장점유율은 44%에 달하여 국내
LPG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SK가스로 사업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매출 및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양사간 생산,
영업, 물류 각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여 국내 LPG 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제품사업

2008년 사업별 실적
●

사업별 매출 비중
석유

71

화학

23

윤활유

4

석유개발

1

기타사업

1

(단위 : %)

2008년 특수제품사업은 중국에서 중서부 지역의 지속적 개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 수입 아스팔트 시장 점유율
41%(자체조사 결과)를 차지하였으며, 내수와 수출을 포함하여 241만톤의 아스팔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아스팔트 판매 증대 및 중국시장 진출 강화를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화학사업
SK에너지는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키며 2008년에 845만톤의 화학제품을 판매하여 10조 3,64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사업별 영업이익 비중

(단위 : %)

에틸렌을 포함한 기초 화학제품(올레핀, 아로마틱)에서 합성수지제품(LLDPE, HDPE, PP) 및 고기능성
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석유

65

기존의 범용성 사업 외에 특수용제 중심의 기능성 화학제품과 고부가가치 복합수지제품사업,

석유개발

15

LiBS(Lithium ion Battery Separator) 등 정보전자 소재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계

윤활유

13

수준의 원가 경쟁력과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화학

7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상품과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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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www.skenergy.com/company/business/energy.asp

윤활유사업
윤활유사업은 2008년에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34% 증가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윤활유 브랜드 지크는

SK에너지 대표 브랜드

한국브랜드파워조사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제일의
윤활유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확고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기 진출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필리핀에 신규 진출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기유사업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
회사인 페르타미나와 합작으로 인도네시아 두마이에 윤활기유공장을 완공하고 상업생산을 시작하여

SK주유소

시장에 대한 기유 공급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그룹III 기유시장에서 세계1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국내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마켓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며 해외로는
Global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공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판매기반 구축에

휘발유
‘엔크린’

주력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SK에너지는 활발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사업은

고급휘발유
‘엔크린솔룩스’

2008년 말 기준 17개국 31개 광구에서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유매장량은 5.2억 배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부터 석탄개발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호주에 4개 생산탄광과 4개 탐사 프로젝트,
중국에 1개 생산탄광에 투자하여 국내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광물인 캐나다 우라늄 탐사사업에도 진출하여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고성능경유
‘솔룩스디젤’

있습니다.

연구개발
Technology-driven Company를 지향하는 SK에너지는 세계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지크’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SK에너지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으로 제안된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
전지 발전시스템 등 주요 기술개발 과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09년에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정보전자소재 분야의 성장동력과제에 집중하여
Technology Global Leader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며 기반사업 분야에서 신공정과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기술 수출과 함께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기유
‘ 유베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