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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의 지난 50년, 

열정으로 가득한 도전에너지를 뒤돌아봅니다.

1964~2014



186 187

~2014 1964
극동석유공업㈜ 설립

하루 3,000배럴 부산공장 준공

극동쉘석유㈜로 사명 변경

고급 윤활유배합공장 준공

극동석유㈜로 사명 변경

쉘과 합작 종료, 현대가 지분 50% 인수

부산공장 원유처리 하루 1만 배럴 증설

극동도시가스㈜ 설립

극동정유㈜ 사명 변경

하루 6만 배럴 대산공장 준공(대통령 표창)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현대오일뱅크㈜로 사명 변경

서영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인천정유㈜ 계열 분리

청정연료설비(CFP) 준공

대산본사 실내체육관 완공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서비스부문 1위

5만 2,000배럴 규모 제주저유소 상업 가동

비전2012 선포

성남기술지원센터 개소

일본 코스모와 전략적 MOU 체결

무역의 날 30억 불 수출탑 수상

한국윤리경영 대상 수상

코스모와 〈HCP〉 설립(現 현대코스모)

무역의 날 50억 불 수출탑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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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극동정유 인수

현대정유㈜로 사명 변경

국내 최초 주유소 브랜드(OILBANK) 개발

현대정유판매주식회사 출범

정몽혁 대표이사 사장 취임

대산공장 20만 배럴 증설 

옥계저유소 준공

군산저유소 준공

부산공장 폐쇄

무역의 날 10억 불 수출탑 수상

연산 40만 톤  제1 BTX 설비 준공

한화에너지 인수 및 한화에너지프라자㈜ 합병

한화에너지, 인천정유㈜로 사명 변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IPIC와 합작계약 체결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취임

상해, 두바이 지사 설립

현대대죽공원 준공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판교에 중앙기술연구원 개원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상해지사에서 상해법인으로 전환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설립

유류저장 사업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 설립

쉘과 윤활기유 합작사 〈현대쉘베이스오일〉 설립

협력업체 후생동 ‘한마음관’ 준공

베트남 지사 개소

제8 FBC 보일러 준공

무역의 날 80억 불 수출탑 수상

제2 BTX 설비 준공

윤활유 엑스티어(XTeer) 출시

롯데케미칼과 MX사업 합작사 〈현대케미칼〉 설립

현대오일터미널 준공

윤활기유 설비 기계적 준공

주요 내용 주요 내용주요 내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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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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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변천사

TV광고 TV광고

1991년 대산공장준공 편

1993년 새이름 편

1994년 자동차 경주 편

2003년 웰컴 오일뱅크 노래 편 

2003년 웰컴 오일뱅크 배웅 편 

2004년 웰컴 오일뱅크 당신의 가족까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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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변천사

2004년 경보 편 2007년 아랍왕자 편 

2005년 차도 이 맛을 안다 편 2007년 신고하자 편 

2005년 전투기 편 2011년 급여1% 나눔 편

TV광고 TV광고



192 193

광고 변천사

1994년 오일뱅크는 新 주유소입니다 편1972년 억센 힘의 윤활유 편 1986년 극동쉘 윤활유 제품 편

1989년 크린에너지를 열어가는 극동정유 편 1993년 석유의 고향은 자연 편

1995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편 1996년 드림콘서트 ’96 편1996년 20만 배럴 공장증설 준공 편

1997년 Near In The Future 편 1997년 서비스 1등상 편

지면광고 지면광고



194 195

광고 변천사

1998년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편

1998년 제2콤플렉스 준공 편

1999년 현대정유 업계 최초 Y2K 종합부문 인증 획득 편

1998년 JOY WHITE ’98 편 

1999년 Color O’clock ’99 편

2003년 Welcome Oilbank 편2000년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편 2004년 차를 잘 아니까 편

지면광고 지면광고

1998년 어린이 모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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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변천사

2012년 1%나눔재단 편 2012년 대학생 마케팅 IDEA 공모전 2013년 대학생 마케팅 IDEA 공모전2013년 현대가 만든 엔진오일 편 

지면광고

2008년 러브레터 편 2010년 현대중공업 가족 편

2011년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편

2005년 오일뱅크 주니어 스키대회 편2005년 오일뱅크 주니어 스키대회 편

지면광고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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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주유소 변천사

1968년 ~ 1994년 ~1988년 ~ 2004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