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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 구조적 혁신

최근 글로벌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모든 산업이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석유 및 에너지 사업 또한 전기자동차 시장, 친환경 에너지로의 변화 요구 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큰 변화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 시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화학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업가치 30조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기업가치 30조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사업 방식 및 구조

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구조 혁신과 함께 안정적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투자를 통해 ‘안정 속 성장’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전사 목표와 급진적인 사업구조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실행하기 위해 2015년 Portfolio Innovation 

(PI) 실을 신설했습니다. PI실은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담당하며, 지주사 차원에

서 자회사 사업들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별 Chief Tech Officer를 

선임하여 각 산업 내에서 기술 기반의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구분 2014년 말 2015년 말

영업이익 -1,828억 원 1조 9,796억 원

순부채 7조 8,542억 원 3조 5,152억 원

부채비율 119% 84%

기업가치(시가총액) 7조 8,688억 원 12조 205억 원

신용등급(S&P - 무디스) BBB(Negative)- Baa3 BBB(Stable) - Baa2

2018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

2014
국내 시가총액 

29위

30조

8조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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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Nexlene(고성능 폴리에틸렌)은 대표적인 고부가제품으로, SK종합화

학이 국내 기업 최초로 촉매·공정·제품 등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

습니다. 플라스틱, 비닐부터 완구 및 파이프, 차량용 Compound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Nexlene은 기존 폴리에틸렌 대비 높은 강도와 투

명성, 가공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 프리미엄 윤활기

유 ‘유베이스(YUBASE)’ 또한 주요 고부가제품 중 하나입니다. SK이노

베이션은 Nexlene·YUBASE 같은 고부가제품 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통 자원 및 신규 글로벌 시장 공략

석유개발 부문은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원(주1)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오클라호마 광구에서는 수평시추와 수압파쇄 

기술을  활용해 하루 3,750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텍사스 소재 셰일광

구를 중심으로 북미 기반 자원 개발 전문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적 인프라 투자

안정적 생존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로서 배터리 부문의 

충남 서산공장 증설공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7월 1차 증설에 이

어 2016년 3월부터 2차 증설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용량을 연산기준 30% 이상 확장한 연간 전기자동차 4만대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증설을 시작으로 배

터리사업의 외형 확장에 나섰으며, 특히 해외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적 운영방식 도입

SK이노베이션만의 차별화된 Optimization 역량은 수익구조 혁신 전략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SK이노베

이션은 빅 데이터 기반의 최적 운영방식을 정유·화학제품 생산에 적용하여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산 비

용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Optimization 방

식을 제품 생산 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다양한 업무에도 확대 적용하여 직접적인 수익구조 개선 효과 뿐 아니

라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특히 정유 부문은 원유 도입 다각화 기반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

동산 원유 뿐만 아니라 북미 Condensate, 아프리카, 이란산 등 원유 공급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정제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 구조를 갖춤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전 Value Chain에 걸쳐 구조적인 비용 경쟁력 및 Operational 

Excellence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1)

비전통 자원: 셰일가스, 오일샌드, 

초중질유 등 기존 공법으로 시추가 

어려운 자원

고성능 폴리에틸렌, Nexlene

서산공장 생산라인

사업구조 혁신

수익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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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ly Decision
H H+24

제품 생산D D+31
Daily Decision

원유 투입M MM-1 M-1M-3
Monthly Decision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수출

수출

수출 내수

내수

내수

수송

하역

수송수송

원재료 구매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정유 공장

나프타 
분해·개질 공장

폴리머 공장, Performance  
Chemical 공장

기유 공장

중질유고도화 공장

윤활유 공장 …

전략 방향 - Optimization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동종타사대비 차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Optimization, 즉 의사결정 최적화가 

존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Optimization방식을 제품 생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도 확대 적용하여 원재료 구매·

생산·배합·판매 등 사업 운영 및 경영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 ~ 원유 유종

X

X

X

X

X

하역시설의 수

원유 저장 탱크의 수

원유 배합 

탱크의 수

5 정유 공장 

     (CDU)

고려해야 하는 변수에 따른 의사결정의 복잡성 및 난이도 증가

석유사업 영역에서의 Optimization

1) 원유 구매 최적화

SK이노베이션은 원유의 성분을 분석하여 설비에서의 원유별 생산성 차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우리 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원유 별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Process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여 시시

각각 변하는 원유 별 시장가치 대비 내재가치가 높은 원유의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원유 투입 최적화

울산Complex에는 50여 종의 원유가 매월 약 20척의 선박을 통해 도착하여 수십 기의 탱크에 저장되며, 이 

과정에서 원유 저장 탱크 및 저장량 결정·배합법 결정·원유 투입 시기 및 투입량 결정과 같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Optimization 기술을 적용하여 설비활용을 극대화

하는 가장 경제적인 원유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운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유종의 

도입, 원유 임차, 처리량 조정과 같은 의사결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Optimization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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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 제품 생산·판매 최적화

SK이노베이션에서는 Optimization 기술을 통해 품질규격, 재고 수준 등 다양한 제약조건과 설비조건을 

만족시키면서 Revenue가 극대화 되는 수출제품 및 일정을 계획하고, 그와 연계하여 Cost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반제품 배합비율을 찾아 석유 제품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SK이노베이션은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증가하는 사업환경의 불확실

성과 복잡도를 감안한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2012년 이후 SK이노베이션은 글로

벌 최고 수준의 Optimization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최근 급속히 발전한 빅데이터의 저

장 및 분석, 수학적 알고리즘 등 보다 진화한 Optimization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유의 Optimization 역량을 바탕으로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과거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또한 정유·화학 

사업뿐 아니라, 윤활유 사업, Trading사업, 정보전자소재 사업 등 회사의 모든 사업 영역 전반에 대해서도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 Data 관리 및 

정보화, 다양한 범위의 정보 분석과 예측, 이를 통한 의사결정의 최적 운영능력 강화를 이뤄 각 사업의 가치

를 더욱 극대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운영·공정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원유 데이터베이스, 제품 특성, 수율, 성상 및 보유설비와의 궁합 등 SK이노베이션 고유의 

정보 체계를 만들고 이를 해석하여 최적 의사결정에 활용

수학적 알고리즘 및 모델링
Global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하여 당사에 최적화된 Optimization 모델링 수행.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여 수리적 모델의 

최적해를 도출

Decision Process Innovation
외부환경 변화 요인를 적극적으로 해석·예측하고 당사에 가장 최적화된 Solution을 빠르게 도출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차별적 
Optimization 
역량 

Optimization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 추구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
무수한 대안과 고려사항 

→ 실현가능성 검토 어려움(높은 복잡도 및 불확실성)

>  Optimization 핵심기술 영역

> 전문 역량 확보 선택적 적용

 > 자체 R&D 역량

 > 외부 상용 Software 도입

 > 외부 개발 의뢰

>  수학적 모델의 결과를 사업에 적용

> 결과를 사업 관점으로 검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

Optimization 

Solution 

기술

가정사항
단순화

해석

Optimization 모델링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과정 >  비지니스 문제를 수리적 언어로 전환

>  사업 관점과 Optimization 기술이 융화된 가정사항과 

단순화 과정이 매우 중요

>  3가지 필수요소 존재

 > 달성하려는 목표 (ex. 이익최대화)

 > 의사결정 사항 (ex. 제품별 판매량)

 > 지켜야 할 제약 (ex. 품질규격)

모델링

이론	&	알고리즘

최적해	도출 사업	관점으로	해석/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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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 Global Partnering

SK이노베이션은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유수 기업들과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글로벌 대표 기업들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 사업 운영 방식을 체득하고 해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SPAIN

SK종합화학 x 일본 1위 에너지기업  
JX에너지

> 합작사	명	: 울산 아로마틱스 (UAC)

> 완공	시기	: 2014년 완공 후 상업 가동 중 

> 투자비	: 약 9,400억원

> 생산량	: 연간 약 160만톤 유화제품 생산

> 특징	: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SK종합화학 x 중국국영석유회사 
SINOPEC

> 합작사	명	: 중한석화

> 완공	시기	: 2014년 완공 후 상업 가동 중 

> 투자비	: 약 3.3조원

> 생산량	: 연간 약 250만톤 유화제품 생산

> 특징	: 한중 역사상 최대 석유화학 합작 공장 프로젝트

SK종합화학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06년부터 7년간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SINOPEC의 경영진과 중국 정

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우한지역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약 250만톤의 유화제품을 생산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일본 JX에너지와 협력하여 울산에 PX 생산설비를 건설, 폴리에스터 등 고급 화학제품 수요 증

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고성능 폴리에틸렌 ‘Nexlene’의 글로벌 화학산업 내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 기업 SABIC과 파트너쉽을 체결했습니다. SABIC이 보유한 마케팅 네트워크와 원료 경쟁력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신규 투자지역 
진출

SK종합화학 x 세계 2위 화학회사 
사우디아라비아 SABIC

> 합작사	명	: SSNC (SABIC SK Nexlene Company)

> 완공	시기	: 2014년 완공 후 상업 가동 중 

> 투자비	: 약 7,100억원

> 생산량	: 연간 약 23만톤 고성능 폴리에틸렌 제품 생산

> 특징	: SK 독자기술의 글로벌 합작사업화 첫 사례

*생산공장은 울산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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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 설립된 울산 제 1공장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Nexlene 생산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SK루브리컨츠

2008년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인도네시아 두마이 지역에 PatraSK

를 설립했습니다. SK루브리컨츠의 Group Ⅲ 윤활기유 생산 기술과 Pertamina의 저가 원료 공급 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현재 하루 9,000 배럴의 윤활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최대 정유업체 Repsol과 스페인에 합작법인 ILBOC을 설립하고 하루 13,300 배럴의 윤활기

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Repsol은 현지 원재료 및 인프라를 공급하고 SK루브리컨츠가 윤활기유 생산기술

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세계 3대 윤활기유 제조

업체로 발돋움하였으며,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의 선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베이징전공·베이징자동차와 중국 합작법인인 ‘Beijing BESK Technology’를 설립하고 세

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북경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공장을 구

축한 BESK는 2014년 하반기부터 베이징자동차(BAIC)의 전기차 ES210과 EV200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BESK를 기반으로 향후 중국 내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 x 스페인 1위 에너지기업 
Repsol

> 합작사	명	: ILBOC(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 완공	시기	: 2014년 완공 후 상업 가동 중 

> 투자비	: 약 4,700억원

> 생산량	: 일일 13,300배럴 윤활기유 생산

> 특징	: Group III 윤활기유 1위 업체로서의 파트너링 확장  

 사례

SK이노베이션 x 베이징전공 x 

베이징자동차

> 합작사	명	: Beijing BESK Technology

> 완공	시기	: 2014년 완공 후 상업 가동 중

> 특징	: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

SINGAPORE

INDONESIA

KOREACHINA
Beijing

SK루브리컨츠 x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Pertamina

> 합작사	명	: PatraSK

> 완공	시기	: 2008년 완공 후 상업 가동 중 

> 투자비	: 약 2,500억원

> 생산량	: 일일 약 9,000 배럴 윤활기유 생산

> 특징	: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파트너링 첫 사례

CHINA
Wu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