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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안정적 생산관리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석유소비국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서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에는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석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됨에 따라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원유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공급하기 위해 CDU(상압정제시설) 가동률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8% 수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편 주요 화학제품인 PE(폴리에틸렌)와 PP(폴리프로필렌), PX(파라자일렌)의 가동률은 각각 99%,

3억 배럴 가량의 원유를 도입하는 SK에너지는 해외 에너지기업들과의 협력 및 산유국과의 유대 강화

100%,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등을 통해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석유 비축을 늘리는 한편 원유를 안정적이고

※	공장 가동률은 시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공장 가동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9년

73.0%

그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장기 도입 비율을 유지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 CDU 2010년

77.7%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도입원유 중 중동산 원유 비율은 2011년 실적기준으로 약 77%

2011년

78.4%

2009년

97%

2010년

92%

2011년

99%

2009년

98%

2010년

95%

2011년

100%

2009년

89%

2010년

100%

2011년

100%

수준이며, 최근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및 미 이란제재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하여 유럽지역 등 중동 외 지역의 원유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원유 도입량]					
2009년

290,703

2010년

313,871

2011년

313,663

(단위 : 천 배럴)

• PE

• PP

해외 자원개발 확대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고 에너지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석유개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 5.5억 배럴의 지분보유량을 확보했으며
일평균 생산량도 6만 5천 배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사업의 경우

2010년 생산을 개시한 베트남 수투덴 North East 필드, 예멘 LNG Train 2, 페루 LNG Plant가 안정적인

• PX

Operation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페루 생산광구 수익 및 매장량 증대를 위한 Plant 확장, 추가 탐사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사사업은 당사가 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탐사
시추 활동을 진행 중이며, 그 외 베트남, 호주, 적도기니 등에서도 석유를 발견하고자 다양한 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법인 매각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생산광구 매입 및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탐사 및 신규 광구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고 석유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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