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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석유 및 화학사업 영역에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석유사업

국내 1위를 넘어 Global Top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 및 정보전자소재 등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4월 현재 16개국 26개 광구 및 4개 LNG 프로젝트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SK에너지 석유사업은 석유제품 생산/수출/내수판매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정제능력 1위,

있습니다. 보유 매장량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5.5억 배럴이며, 2011년 평균 일생산량은 6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인천 Multi Refinery를 중심으로 50여 종의 다양한 원유를

5 천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11 년 7 월에는 2010 년 12 월에 체결한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SK do Brasil)의 지분 24억 달러를 덴마크 머스크 오일社에 매각하는 계약의 Deal Closing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매각은 국내기업이 유망탐사광구를 탐사하여 석유 발견에 성공하고 상업적

정제하여 최상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Global Top Tier 수준의 설비 및 운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성공에 이른 후 이를 글로벌 메이저 기업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최초 사례로, 국내 석유개발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Trading/Marketing할 수 있는

사업의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법인 매각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Platform 구축까지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하나의 SK에너지’를 해외에 구축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최고 지위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반으로 보다 유망한 개발·생산광구 자산 매입 및 운영권 확보를 위한 M&A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국 4,000여 개 SK주유소에서 ‘OK캐쉬백’, ‘엔크린보너스카드’ 등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한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석유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해 온
석유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탐사 및 신규

◦◦아스팔트사업

광구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유개발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의

SK에너지 아스팔트사업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 200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도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수입 아스팔트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중

◦◦배터리사업

등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은 1996년 휴대용 IT 기기용 2차전지 개발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2006년
HEV용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배터리사업은 고에너지밀도의

앞으로도 아스팔트 사업은 국내는 물론 중국 및 동북아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남아·오세아니아

최초로 자체 개발·상용화된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SBS PMA, Polymer Modified Asphalt) 제품의 특허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여 에너지 밀도에서 Global Top 수준을 달성하게 되었고, 많은 Global

OEM들이 전기자동차 설계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2009년 다임러 그룹 미쯔비시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7만 평 규모의 생산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총 4만 대의 순수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시스템용 배터리 및 차세대 배터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배터리사업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Global Market Leader로 도약할 것입니다.

휘발유 ‘엔크린’

SBS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

화물운송업의 든든한 동반자
‘Netruck’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역내 No.1 Market Player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SK종합화학

후소社의 '칸터 에코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2010년 국내 최초 상용

EV인 현대자동차 블루온(i10) 및 기아자동차 레이, 2011년 다임러 그룹 메르세데스-AMG의 스포츠카
SLS EV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배터리사업은 2012년 상반기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SK에너지 대표 브랜드]

제주 유나이티드 FC

◦◦화학사업
2011년 사업 분할을 통해 ‘SK종합화학’으로 새롭게 출발한 화학사업은 ‘Global Top Tier Chemical
Company’의 비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2년 국내 최초로 나프타 분해시설을
상업화한 이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및 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 온 SK종합화학은 자동차, 전자, 통신의 첨단 소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종합화학은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성장을 추구하면서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전자소재사업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월 LiBS/FCCL/TAC필름 사업을 운영하는 I/E소재사업본부(I/E: Information
& Electronics)를 새롭게 출범하고, 정보전자소재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BS(Li-Ion Battery Separator)사업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핵심부품으로 휴대용 IT기기 및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청주 및 증평에 위치한 7개 상업라인을 바탕으로 Global Top
수준의 품질 및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성회로기판의 소재로 사용되는 연성동박적층체(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IT기기의 고성능/소형화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FCCL 생산 신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2011년 7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용 편광판의 소재인 TAC(Tri Acetyl Cellulose)필름 사업은 LCD 및 AMOLED
디스플레이 시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2011년 증평 생산공장 건설 이후 현재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혁신적인 제품기술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정보전자소재사업의

Market leadership을 확보할 것이며, 추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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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SK루브리컨츠 대표 브랜드]

◦◦윤활유사업
2009년 10월 SK루브리컨츠로 새롭게 출발한 윤활유사업은 독자회사로서 특화된 사업 인프라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유사업은 생산량 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윤활유 ‘ZIC’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윤활유사업은 대표브랜드 ZIC의 브랜드 파워 조사

14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상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양대
품질 평가기관인 미국석유협회(API)와 국제윤활유표준화위원회(ILSAC)로부터 최상위 품질 등급

고급 윤활기유 YUBASE

인증을 받는 등 우수한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는 고급 기유 및 윤활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능력 확대 및 전략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수익 창출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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