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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echnology

◦◦박막태양전지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석유화학, 신소재 분야에서

차세대 CIGS 박막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2011년 미국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 박막태양전지 벤처 기업인 HelioVolt 社 지분투자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기술 고도화에

(단위: 천 원)

매진하고 있으며, 2014년 양산공장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86,032,856

2010년

107,256,019

Technology-driven Business 강화 및 Globalization 가속화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Technology-

153,831,000

driven Innovative Company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Global Technology는

2011년

연구개발비/매출액

2009년

0.24

2010년

0.24

2011년

0.23

기존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의 낮은 물질 활용 효율 및 다단계 가치사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Global Technology는 SK이노베이션 계열 4社의 R&D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단위: %)

석유화학

성장 영역 Technology Value Chain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이산화탄소 플라스틱(GreenPol™)

위해 기존의 에너지, 화학, 자원개발 관련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성장 영역인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GreenPol™은 원료의 4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으로 무독성, 차단성, 투명성,

관련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녹색 성장을 위해 CO2 기반 소재와 태양광, 청정석탄,

생분해성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아 폴리에틸렌, PVC 등 플라스틱 범용 수지에

바이오 연료 등에 관해 연구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미래의 성장동력 및 친환경 사회의 구현을

견줄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Pilot Plant를 설치한 이후 상업화를 위한 양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탐색·발굴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R&D 활동을 위해 Global

기술과 용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는 2011년 약 3,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원·엔지니어 인원도 2011년 기준 1,000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전자소재

분야별 성장동력

◦◦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인 LiBS(Li-ion Battery Separator)의 상업화에 성공하였습니다. 2005년 청주공장에서 1호기를

SK이노베이션은 독자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튬이온 2차전지의
상업 가동한 이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왔고, 수입에 의존하던 LiBS의 국산화에

◦◦EV 및 ESS용 중대형 배터리

기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및 증평에 위치한 7개

에너지 효율과 출력 효율이 높은 중대형 배터리는 미래 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에 핵심

상업라인을 가동 중이며, Technology 및 Market Leadership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09년 독일 다임러그룹의 미쓰비시 후소社와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에 이어 2010년에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고속 전기차
배터리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슈퍼카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체결한

◦◦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독일 콘티넨탈社와의 JV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함으로써, 배터리 셀 분야의 강점을 지닌

SK이노베이션은 연성회로기판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성능 연성동박적층체(FCCL) 생산 신기술을 독자

SK이노베이션과 BMS 분야 및 자동차 부품 사업 노하우를 지닌 콘티넨탈社의 결합을 추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제품군을 다양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고객사의 인증을 획득하였고,

글로벌 리딩 배터리 업체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의 스마트

2011년 5월 양산공장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7월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그리드 시범사업 중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주도기업이자 스마트플레이스와 스마트리뉴어블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호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분야의 참여사로서 세계 최대의 최첨단 개방형 실증단지 구축에 참여하여 자체 개발한 ESS의
실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lobal Technology 내 기존 양산라인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충남 서산

◦◦TAC (Tri Acetyl Cellulose)

일반산업단지에 200MWh 규모의 배터리 자동화 양산라인을 가동해 본격적인 대규모 양산 체제를

SK이노베이션은 디스플레이용 편광판의 소재인 TAC필름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추진하고

갖춤으로써 글로벌 배터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2011년 충북 증평에 생산공장 건설을 완성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석탄에너지 (Green Coal)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혁신적으로 저감시키고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청정
석탄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 Pilot Plant를 건설하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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