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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전 세계의 주요 광구를 

탐사하고 석유와 LNG를 

생산하여 자원 불모지인 

대한민국의 에너지원 확보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E&P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테크놀로지(R&D)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LiBS, FCCL 등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글로벌 Player
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I

아울러 원유 수입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 최적화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난 50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배터리 분리막 등의 

정보전자소재 분야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BMSCell Module

석유 사업

트레이딩

원유를 정제하여 이물질과 불순물이 없고, 친환경성과 성능이 

뛰어난 연료와 가스, 아스팔트, 그리고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생산합니다.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석유사업)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개질 공정, 불순물 제거 공정 

등에 통과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화학제품과 

윤활기유 및 윤활유를 생산합니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화학사업)

화학·윤활유 사업

GLOBAL
MARKET

주요 제품

화학제품 윤활유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유 

및 나프타의 수입과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의 제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수출하기 위한 

트레이딩 사업을 운영합니다.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사업 벨류체인

SK이노베이션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해외 자원 개발 분야에 진출하여 베트남, 페루, 미국 등지에서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킴으로써 주목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원유 정제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연료는 물론, 

고품질 윤활기유와 윤활유, 그리고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기초화학제품과 화학 용제, 합성고무 등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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