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회사소개

KH에너지 소개
기본을 바탕으로 혁신과 가치를 만드는 기업
인화단결을 통하여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기업

기업비젼

기업문화

성장전략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인재가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사회가 존경하는 기업

Harmony
Creative mind
innovation

인간중심 경영
혁신주도 경영
세계시장 경영

회사소개

CEO 인사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H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진수입니다.
먼저, 당사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1961년 (주)공항석유상사로 석유류 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판매회사 최초로 500만 드럼 판매목표 달성과 매출액 1조원
달성 등의 금자탑을 쌓으며 석유류 및 LPG판매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은 저희에게 새로운 변화와 미래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나온 반세기 동안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서 한층 도약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환경/IT 사업 및 기타 에너지관련
신규사업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미래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스포츠, 문화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인간 중심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땀방울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역량계발로 고객 여러분께 사랑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송   진   수

회사소개

부서소개
당사는 지나온 반세기 동안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서
한층 도약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기타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과 IT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미래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석유사업

휴게사업

신규사업

석유사업본부는 본사 영업부
및 4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 영업부는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을 기획
및 영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관할 지역의 물류센터,
주유소, 충전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개발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의 휴게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소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입 IT사업,
환경사업 등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미래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회사연혁
KH 에너지가 반세기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합니다.

회사연혁 리스트
2019

의왕휴게소 의왕휴게소 오픈

2017

평택휴게소 사업자 선정 / 제 5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
의왕휴게소 사업자 선정 / 500 만 드럼 판매 달성

2016

양평(원주)휴게소 오픈

2015

서부산휴게소 사업자 선정 / 양주휴게소 오픈

2014

KH에너지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 김포 충천소(프로판/부탄 사업소) 설립

2013

마장휴게소 오픈

2012

매출 1조원 달성

2011

제4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04

現본사 사옥 건립 (KH에너지 범천빌딩)

2000

연천충전소, 장암충전소 오픈

1999

미산물류센터 설립

1997

화성물류센터 개소

1996

미산주유소 지점설립

1988

송진수 대표이사 취임

1986

삼성물류센터 개소 / (주)공항석유상사 법인전환

1977

대한석유공사 대리점 자격 취득

1975

공항석유상사 상호변경

1966

대한석유공사와 직매계약체결

1961

공항주유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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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소개
Signature Elements Korean Version

Main Colors

Design Description

모든 에너지의 중심에는 KH에너지가 있음을 도로의 비주얼 K의 타이포와 연결시켜 이미지화 하였습니다.
그레이 H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미래개척의 강한 의미를 고속도로(하이웨이)처럼 길게 뻗어 나가는
힘찬 타이포를 통해 이미지화 하였습니다.
레드는 국토의 대동맥을 상징하며 사람인(人)을 형상화하여 인간중심 경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사업영역

사업소개
1961년 ㈜공항석유상사로 석유류 사업을 시작으로 판매회사 최초로 연간 500만드럼 판매 및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였고, 석유류 및 LPG판매업계 선도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사업, IT/환경사업,
물류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사업

휴게사업

물류사업

신규사업

일반유 및 프로판
도매 판매,
주유소 및 충전소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일반유 및 LPG 저장 /
운송

신재생에너지, 환경 /
IT, 해외사업 등

사업영역

석유사업 / 휴게사업

석유사업
도매 (Wholesale Service)
전국에 물류센터 및 저유시설을 확보하여 전국 각지의
주유소와 산업체, 나아가 일반판매점 등에 일반유,
LPG, 요소수/윤활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매 (Retail Service)
전국 각지에 직영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사업장을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휴게사업
도로 위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사람과
차량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를 직영 /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별 특성에 맞추어
고객님들께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물류사업 / 신규사업

물류사업
저장사업
탱크터미널과 주요거점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통하여 항시 안정적인 제품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송사업
전국 주요거점에 있는 수송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제품을 수송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신규사업담당 | 신재생에너지 수출입, 환경사업,
IT사업 등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 하고 있으며, 유해환경으로 오염된
공기질에 대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여 실내환경의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IT사업 | 무선통신 부품 및 단말의 핵심 솔루션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무선통신 단말기와 시스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IoT, 스마트홈, 헬스 등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제품소개

석유제품
KH에너지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 품질의
SK에너지(주) 제품을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고급휘발유

휘발유

경유

가솔린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에 사용하는

가솔린엔진을 장착한 승용차 및 SUV(RV)에

디젤엔진을 장착한 SUV(RV) 및 승용차와

연료입니다. 보통 휘발유에 비해 차량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제를

산업용/가정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보호 성능과 가속성능을 획기적으로

첨가하여 엔진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연료입니다. 완전 연소를 가능하게 하여 저소음,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비개선 및 고출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등유

중질유

LPG

LPG

가정과 산업체/건물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주로 요업, 금속제련업등의 산업체, 선박 등의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로

연료입니다.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내연기간과 대형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며 부탄과 프로판으로

이물질이 없고 연소기능이 뛰어납니다.

경질중유, 중유, 중질중유를 통틀어 중질유 또는

구분됩니다. 부탄은 주로 자동차 연료와

연료유(Fuel Oil)라고 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이동식 가스레인지 용으로 많이 사용, 프로판은

가격이 저렴하고 발열량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가정, 공동주택, 음식점부터 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청정연료입니다.

고객지원 / 홍보

고객지원 / 홍보

사회공헌
KH에너지의 사회공헌 활동은 ‘나눔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사회복지, 지역사회,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지역사회

문화체육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 /
Sk에너지와 함께하는
사랑의 책 나눔

지역장학회 후원 / 희망글셈교실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 후원

대한핸드볼협회 지원 /
시니어 바둑

채용정보

채용정보

인재상
KH에너지에서 글로벌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율적인 인재

차별화된 인재

창의적인 인재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인재

구성원과의 조화 및 소통 속에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인재

창의적인 감성과 상상력으로
변화를 창조하는 인재

채용정보

복리후생

주거지원

육아지원

레저활동

지방사업장 근무자 숙소 지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자녀학자금

콘도 및 휴양시설 /
사내동호회 운영

가정지원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금

식사제공 / 장기근속자 포상 /
우수사원 포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