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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Our Strategy 전략방향
Deep Change 2.0 실행 가속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의 변동성 증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방향 설정과 새로운 성장옵션의 발굴·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파트너링과 M&A를 통해 과감
한 혁신과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의 획기적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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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Change 2.0 실행
및 성과 창출

- 화학·배터리 사업 과감한 성장투자 가속화
- 글로벌 파트너링 성과 가시화

공유 인프라를 통한 Biz. Model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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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자산 외부 공유를 통한 Biz. Model 혁신 가속화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측정·관리 체계 수립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할 말 하는 문화

- 생각의 Frame을 전환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체화
- 솔직하고 당당한 소통 문화 정착

경제적 가치 + 사회적 가치

글로벌 일류기업

헝가리 배터리 공장 신설(2020년 완공예정)

글로벌 경영

Deep Change

공유 인프라
사회적 가치
일하는 방식 혁신

— 글로벌 기반 신성장 투자 및 기존 사업 가치 제고
글로벌 중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

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하여 2017년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 투자를 결정하고, 석유 내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확장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전

SK에너지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성장에 대비하여 당사가 보유한 배터리 핵심기술 및 역량을 바탕으

수 유통구조 개선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SK네트웍스의 석

로 2017년 헝가리 공장 신설을 통한 유럽 전진기지 구축, 서산 배터리

유제품 도매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생산라인 증설, 증평 배터리 분리막 생산라인 증설 등 과감한 투자를

이와 더불어 울산 CLX와 SK인천석유화학의 운영 경쟁력을 지속적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P 사업은 2018년 미국 셰일업체인 롱펠

로 증대하고 있으며, SK루브리컨츠는 고급기유·윤활유 시장에서 글

로우를 인수하여 미국 내 위상을 강화하는 등 북미·동남아·중국 중

As-is

To-be

근본적 혁신(Deep Change):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조직·문화 측면에서 기존 관습의 틀을 깨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기업문화(경영시스템 업그레이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자산효율화 등 모든 것이 변화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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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파트너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심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SK종합화학은 2017년 글로벌 화학기업인 다우듀폰(DowDuPont)

의 고부가가치 사업인 EAA 사업부문과 PVDC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

며, 미래 성장 가속화를 위해 M&A를 통한 고부가제품 확보와 중국 중
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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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글로벌 파트너링

하고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가치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역량을 ICT기술과 융합하여 Optimization

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화학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사업지식·데이터·Optimization 역량에 기반하여 원료와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

을 체계화함으로써 모든 밸류체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을 보다 과학화되고 효율화된 방식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가 영

SK이노베이션은 산업별 유수 기업들과 상호 윈-윈하는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사업의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

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수익구조 혁신을 이루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❶ SK종합화학 X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PEC

— Optimization 기반 가치경영

합작사 명: 중한석화
특징: 한중 역사상 최대 석유화학 합작 공장 프로젝트

— 가치경영의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0여 년 동안 에너지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 영역이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됨에 따라, 의

원유, 에너지 정제, 시장, 글로벌 사업 환경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과

사결정 효율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당사는 2012년 이후 Optimiza-

위해 당사는 축적된 사업지식, 데이터, Optimization 역량과 ICT를 융

tion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수학적 알고리즘 모델링 등 보다 진화한

합작사 명: Beijing BESK Technology
특징: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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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가치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

Optimization 역량 확보와 함께, 사내·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❷ SK이노베이션 X 베이징전공 X 베이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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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SK루브리컨츠 X
일본 에너지기업 JXTG Nippon Oil & Energy

근 수년간 당사의 모든 사업영역에 널리 적용된 Optimization 기반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이들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당사는 원료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

도록 고도화 중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Optimization 체계의 고도화

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게 되었고 당사 사업구조에 적합한 원료 도

와 이를 활용하여 수익구조를 혁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험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인을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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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SK루브리컨츠 X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화학기업 Pertamina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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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SK종합화학 X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기업 SABIC

합작사 명: SSNC(SABIC SK Nexlene Company)
특징: SK 독자기술의 글로벌 합작사업화 첫 사례

Optimization 체계

원유 생산광구 | 페루, 베트남, 미국, 리비아

Optimization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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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명:
ILBOC(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특징: Group III 윤활기유 1위 업체로서의
파트너링 확장사례

Optimization 기반
가치경영

ICT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기술혁신연구원 | 대전 R&D 센터

원유 탐사광구 | 중국, 베트남, 호주

SK에너지 | 중국·싱가포르 법인

LNG 프로젝트 | 예멘, 페루, 오만, 카타르

SK종합화학 | 중국·싱가포르·일본·미국 법인, 두바이·독일 지사

서산공장 |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라인

SK루브리컨츠 | 미
 국·중국·인도·러시아·일본·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스페인 법인, 영국·중국 지사

증평, 청주공장 | LiBS, FCCL 생산라인

SK인천석유화학 |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울산 Complex | 정유공장, 중질유 분해공장, 석유화학공장, 폴리머 공장,
윤활기유 및 윤활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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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SK종합화학 X
일본 에너지기업 JXTG Nippon Oil & Energy

합작사 명: 울산 아로마틱스(UAC)
특징: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합작사 명: PatraSK
특징: SK루브리컨츠 해외 첫 Group III Base Oil Plant

❻S
 K루브리컨츠 X 스페인 에너지기업 Repsol

사업 지식, 데이터

합작사 명: YMAC
(YUBASE Manufacturing Asia Company)
특징: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의 가치경영은 각 사업 간, 의사결정 단계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 싱가포르·영국·미국 법인, 두바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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