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Challenge & Response
미래로 가는 길에는 숱한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인류의 행복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SK에너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노력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18_ 안정적 에너지 공급

20_ 신성장동력 발굴

22_ 고객행복경영

24_ 일과 삶의 균형 26_ 상생협력 28_ 기후변화 대응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인류의 행복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는 당위성입니다.
더 큰 가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해법을 찾습니다.

더 큰 가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합니다
고객의 행복을 키워 갑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더 큰 과실을 나눕니다
지구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간직합니다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안정적 에너지 공급
SK에너지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
으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입
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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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 비축을 늘리는 한편, 원유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장기 도입 비율을 유지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
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3억 배럴 가량의 원유를 들여오고 있는 SK에너지는 해외 에너지 업체들과의 협력 및 산유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2009년 석유제품 정제마진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정적인 석유
제품 공급을 위해 CDU(상압증류탑) 가동률 70%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주요 화학제품인 PE(폴리
에틸렌)과 PP(폴리프로필렌), PX(파라자일렌)의 가동률은 각각 97%, 98%, 89%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09년 일평균 석유개발
생산량은 41,221배럴로 2008년의 2만 6천 배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는 예멘 LNG 생산
본격화 및 페루 LNG 추가 생산 개시로 일평균 생산량이 5만 5천~6만 배럴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산업에서 보다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SK에너지는 이산화탄소 플라
스틱(GreenPol tm), 청정 석탄에너지, 수소스테이션, 2차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공장 가동률 ▼

▼ SK에너지 원유 도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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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가동률은 시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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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BM-C-8 광구

울산CLX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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