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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부터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거듭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석유/LNG 유전개발부터 직접운영, 가스생산/ 

수송, 투자 및 매각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로 자원개발에  

뛰어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2014년 말 기준 15개국 22개 광구, 4개 LNG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억 9천만 배럴의 지분 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분야 및 CCU* 기술 개발 등에서 성과를 올리며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수준의 Technology 

Leadership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CCU(Carbon Conversion & Utilization):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기술

기초원료에서 첨단소재까지, 세계 속의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

SK종합화학은 자동차, 전자, 통신의 첨단 소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는 원ㆍ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성 화학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등에 판매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립일자 2011.01.01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화학제품

설립일자 2011.01.01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석유제품

최고 수준의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석유시장 주도

SK에너지는 세계 최대 수준인 하루 84만 배럴의 원유 정제능력을 기반으로 50여 종의 다양한 원유를 처리 

하여 석유제품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Operational Excell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량의 5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2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컨설팅업체인  

Solomon사로부터 아태지역 1st Quartile Top-Tier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설립일자 1962.10.13 

공장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169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82-4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5번길 50

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5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석유, 윤활유, 석유화학, 고분자,

그린에너지, 배터리, IE소재

과감한 투자와 빠른 실행력으로 세계 윤활기유 산업 주도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사업의 대표브랜드 ZICTM와 기유 사업의 YUBASETM를 통해 국내 윤활유 시장 및 고급 

기유(Group III)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Pertamina, 스페인 Repsol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기유공장을 건설하여 고급 기유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의 고급 윤활유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윤활유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동서남아 판매물량 증대 및 OEM 고객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일자 2009.10.01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윤활유/기유

설립일자 2013.07.01 공장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사업분야 석유/석유화학제품

고품질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을 통해 석유화학 사업의 미래 개척

SK인천석유화학은 40여년간 수도권 및 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왔고, SK에너지 인천 

Complex에서 2013년 인적 분할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총 1조 6천억원의 투자를 통해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이자 고부가제품인 PX(파라자일렌)의 연간 130만톤 생산설비를 완공하였으며, 중국 및 

동남아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당 생산성을 지닌 Global Top Tier 정유 및 

석유화학회사로의 발돋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로 성장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이노베이션 산하 Refinery인 SK에너지 및 SK인천석유화학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산하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석유시장에서 Trading 확대 및 Storage 투자 등을 통해 Global Trading 회사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자 2013.07.01 
글로벌  

네트워크
Singapore, London, Houston, Dubai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원유/석유제품 트레이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