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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962-1969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탄생

•1962. 10 SK에너지 설립(설립 시 명칭: 대한석유공사)

•1964. 04 제1상압증류시설 가동(일산 35,000배럴)

•1964. 05 제1상압증류시설 확장(일산 55,000배럴)

•1968. 12 윤활유 배합공장 가동

1980-1989 종합에너지·종합화학회사로의 기반 구축

•1980. 03 윤활유 배합공장 확장(현재 일산 4,500배럴)

•1980. 08 대한석유지주 주식회사가 걸프사 소유주식 50% 인수

•1980. 12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선경이 경영권 인수

•1982. 07 ‘주식회사 유공’으로 회사명 변경

•1985. 05 대한석유지주 주식회사 합병

•1985. 11 상압증류시설 개조로 정유시설 생산능력 확대 

                  (일산 345,000배럴)

•1985. 12 신규 방향족 추출공장 가동(연산 10,000톤)

•1987. 05 그리스 제조시설 가동(현재 연산 10,000톤)

•1988. 01 예멘 마리브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1988. 12 제2에틸렌 제조지설 가동(연산 400,000톤)

1970-1979 한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1970. 05 방향족 추출공장 가동(연산 216,000톤)

•1970. 06 걸프사가 당사주식 50% 및 경영권 인수

•1972. 09 울산~대구간 장거리 송유관 부설공사 완공

•1972. 10 제3상압증류시설 가동(현재 일산 170,000배럴)

•1973. 03 나프타 분해센터 가동(에틸렌기준 연산 100,000톤)

•1974. 06 제2상압증류시설 확장(일산 110,000배럴)

•1978. 03 나프타 분해센터 확장(에틸렌기준 연산 55,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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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9 에너지·화학을 중심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위한 재도약

•1990. 08 제1합성수지 제조시설 가동(연산 345,000톤)

•1991. 05 제4상압증류시설 가동(현재 일산 265,000배럴)

•1992. 11 제1중질유 탈황(일산30,000배럴) 분해시설(일산 30,000배럴)

•1994. 11 이집트 북자파라나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1995. 09 제4등·경유 수첨 및 탈황시설 가동(일산 50,000배럴)

•1996. 07 페루 8광구 개발원유 상업생산 개시

•1996. 10 제5상압증류시설 가동(일산 200,000배럴, 총생산량 일산 810,000배럴)

•1997. 01 제2중질유 탈황(일산 60,000배럴)·분해시설(일산 50,000배럴) 가동

•1997. 06 유전개발 현지법인(SK E&P Company) 설립

•1997. 10 ‘SK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1999. 03 적립식 할인서비스 OKCashbag서비스 개시

2000-2009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화학 메이저로 도약

•2000. 01 국내 최대규모의 허브사이트 OKCashbag.com 오픈

•2001. 05 베트남 15-1 광구 개발 원유 상업성 확인 

•2003. 11 베트남 15-1 광구 내 수투텐 유전 상업생산 개시

•2003. 12 BP와 함께 LNG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2004. 01 방향족 제조설비(New Reformer, 일산 30,000배럴) 

                  신설 결정

•2004. 08 페루 카미시아 유전·가스전 생산 착수

•2006. 01 SK인천정유 인수

•2006. 05 No.2 Reformer 가동

•2007. 07 기업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출범(SK에너지 출범)

•2007. 10 SK인천정유 흡수합병 결정

•2008. 02 SK인천정유 합병 완료

•2008. 03 No.2 RFCC 완공

•2008. 03 인도네시아 JV LBO 플랜트 완공

•2008. 06 1.4 BDO 제조시설 준공식

•2009. 10 SK에너지와 SK루브리컨츠로 물적 분할

2010 - 기술 기반의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

•2010. 06 페루 LNG 공장 준공식

•2010. 07 현대기아자동차에 순수 고속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

•2010. 10 증평공장 준공식 (LiBS 4,5호 생산라인 완공 및 TAC/FCCL 생산라인 기공식

•2011. 01 석유사업 및 화학사업 분사 /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 변경

•2011. 02.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카에 배터리 공급 업체 선정 / SK이노베이션 투명경영대상 수상

•2011. 05.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500 MWh 규모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2011. 07. 덴마크 머스크社와의 브라질 광구 매각계약 브라질 정부 승인 획득 

•2011. 10. 세계 최초 개발한 촉매 이용 나프타 분해 기술(ACO 기술) 해외 수출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