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신성장동력 발굴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일류 에너지기업
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에너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 다양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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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해외 유전 개발사업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일류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에너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
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CO 기술(촉매분해 올레핀 제조 기술)
의‘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
에 참여
교육과학기술부‘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하여 촉매 분해법으로 올레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ACO, Advanced Catalytic Olefin)을 개발했습
니다. ACO 기술은 생산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CO2 배출 저감 효과가 뛰어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세계 최초의
촉매분해 올레핀 상용 제조 Demo Plant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세계적인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
니어링 회사인 미국 KBR(Kellogg Brown & Root)社와 공동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SK에너지의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과 출력 효율이 높은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으로, 2009년
당사는 독일 다임러 그룹의 미쓰비시 후소(Mitsubishi Fuso)社의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의 5대 분야 중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Smart Transportation)의
주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사는 2011년까지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에 전기자동차
및 고속 충전기 등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렌터카 및 카 셰어링 등의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이산화탄소를 주요 원료로 하는 이산화탄소 플라스틱(GreenPolTM)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2009년
Pilot Plant를 건설한 데 이어, 양산 기술 및 상업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GreenPolTM은 연소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신소재로, 중량의 4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
니다.

수소스테이션
국내 최초로 소형 수소제조장치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소제조장치는 효율성과 열내구성, 운전
용이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자체 기술로 수소스테이션을 완공한데
이어, 2010년 서울 상암동에 수소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테스트

수소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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