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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erformance

SK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독자경영체계 정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전년 대비 27% 상승한 매출 68조 3,712억 

원이라는 가시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비전 및 전략방향 

SK이노베이션은 기술 기반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영과 미래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과 독자경영체제 정착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주력 사업인 석유개발 

사업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 배터리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자회사로 분할된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사업의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주요 이슈

주요 성과 

•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4社 독자경영체제의 성공적 정착

• 브라질 현지 법인 보유의 24억 달러 규모 석유광구 성공적인 매각

• 정보전자소재인 연성동박적층체(FCCL) 생산 신기술 개발 및 상업화 성공

• 매출액 전년 대비 27.3% 상승, 영업이익 전년 대비 50.3% 급증

• 재무성과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0 2011

재무성과

총자산 29,405 35,027

매출액 53,722 68,371

당기순이익 1,149 3,175

주요 지표* 부채비율 154.56% 136.16%

경제DMA 

신기술 • 신사업 • 재무적성과 • 독자경영체제 정착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요지표

홈페이지 2011년 경영실적발표 자료 참고

(연결기준)

경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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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무성과

SK이노베이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10년 1월 1일자로 IFRS로 전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초 회사 분할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상승하여 68조 3,71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업별 매출액은 유가 상승 및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석유사업은 전년 대비 37% 상승한 87조 9,502억 원, 화학사업의 경우 시황 강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4% 상승한 22조 5,3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윤활유사업은 전년 대비 33% 상승한 4조 

8,624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석유개발사업 등 기타사업은 유가 상승 및 일 평균 생산량 

증가로 매출이 전년 대비 48% 상승하여 1조 5,813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매출 실적] (단위: 억 원) 

사업 구분 품목 제5기 (2011년) 제4기 (2010년)

석유 사업

수출 235,495 155,877

내수 271,953 152,475

해외법인 372,054 334,739

합계 879,502 643,091

화학 사업

수출 112,691 100,673

내수 69,235 30,558

해외법인 43,427 25,419

합계 225,353 156,650

윤활유 사업

수출 20,304 15,666

내수 6,427 4,368

해외법인 21,893 16,465

합계 48,624 36,499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수출 12,523 9,209

내수 3,290 1,389

해외법인 0 64

합계 15,813 10,662

연결조정 -485,580 -309,677

합계 683,712 537,225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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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현황]

정부 재정 보조금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베트남, 콜롬비아,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등 11개 사업에 대해 총 5천2백만 

달러의 해외자원개발자금 성공불 융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성공불 융자를 수령한 주요 광구는 2009년과 

2010년에 원유 발견에 성공한 베트남 15-1/05광구 및 당사가 운영권자로 운영하고 있는 콜롬비아 

CPO-4 광구, SSJN-5 광구 등이며, 탄성파 탐사 및 탐사정 시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 관리

환율은 원유 수입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석유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달러화로 매입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을 하기 때문에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순 외화부채의 환산 손익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영업과 영업외 손익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에 대해 VaR(Value at Risk)를 활용하여 적정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관리를 위해 경영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인 자금팀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환원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전년 대비 700원 상향한 보통주 주당 2,800원으로 배당을 결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점진적인 배당 확대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운영 효율화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고, 중장기적 성장 전략을 

확보하여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배당금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주당순이익(원) 7,311 9,480 18,278

주당 배당금 보통주(원) 2,100 2,100 2,800

주당 배당금 우선주(원) 2,150 2,150 2,850

현금배당금총액(백만 원) 195,289 195,767 261,001

내수 비중

수출 비중

2011년

30.44%

69.56%

※  2009년은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  2010 , 2011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2010년

40.38%

59.62%

sustainability Report 2011 _ 49

Company Profile Sustainability Management Special Issue Our Performance Appendix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과목 제5기 2011년 말 제4기 2010년 말 제4기 2010년 초

유동자산 19,886,932 15,495,703 13,918,469

비유동자산 15,139,949 13,910,021 14,377,782

자산총계 35,026,881 29,405,724 28,296,251

유동부채 14,305,452 11,744,822 11,104,071

비유동부채 5,889,819 6,109,135 6,617,351

부채총계 20,195,271 17,853,957 17,721,422

자본금 468,570 468,570 468,570

자본잉여금 5,885,505 5,878,164 5,917,961

이익잉여금 8,202,693 5,265,931 4,293,926

기타자본항목 20,507 (161,184) (232,737)

소수주주지분 254,335 100,286 127,109

자본총계 14,831,610 11,551,767 10,574,829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과목 제5기 2011년 제4기 2010년

매출액 68,371,155 53,722,461

매출원가 63,551,358 49,749,441

매출총이익 4,819,797 3,973,020

판매비와 관리비 1,860,221 1,705,222

기타영업수익 1,689,270 1,178,509

기타영업비용 1,806,492 1,555,152

영업이익 2,842,354 1,891,155

영업외수익 3,349,235 914,202

영업외비용 1,882,942 1,302,93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308,647 1,502,420

법인세비용 1,132,804 353,239

당기순이익 3,175,843 1,149,181

기타포괄손익 166,275 (3,178)

총포괄이익 3,342,118 1,146,003

2011 요약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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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영계획 

석유사업

석유사업은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기존의 석유사업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기존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등에서 고정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휘발유, 경유 등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경질유 제품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Trading 사업의 지속적 확대, 

글로벌 시장 허브 구축 등 사업구조 개선과 고객 및 기술 기반의 신규 

성장사업 확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화학사업

화학사업은 올레핀, 아로마틱, 용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사업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내수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국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 동남아·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해 Global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바침하는 본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자체 개발 기술인 Nexlene 상업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 Complex에 일본 JX에너지와 연산 100만톤 규모의 PX 공장 JV를 

설립하는 등 성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각 자회사의 독자경영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더불어 석유개발사업과 배터리사업 및 정보전자소재사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사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하며, 각 사업 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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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사업

윤활유사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완제품 해외 플랫폼을 구축·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 중심으로 생산 현지화 및 현지 

유통네트워크 확장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해외 B2B시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 JX에너지와 함께 투자한 26,000 

B/D 규모의 세 번째 울산 윤활기유 공장이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Repsol과 함께하는 13,300 B/D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석유개발사업

석유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SK do Brasil)을 

덴마크 머스크 오일社에 24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생산광구 매입 및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탐사 및 신규 광구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석유개발사업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생산광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광구를 추가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확대하고, 

예멘 LNG사업과 페루 LNG사업에서의 안정적인 LNG 생산 및 판매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휴스턴 E&P Technical Center를 

중심으로 석유개발 Global Talent를 확보·양성하여 콜롬비아와 

페루에서의 성공적 Operation을 지원하고, M&A/생산자산 매입을 

통해 확보할 Operation 자산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배터리사업

배터리사업은 독일 다임러 그룹의 미쓰비시 후소,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자동차 그룹 등 주요 자동차 회사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배터리 시스템 기술 및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저장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총 4만 대의 전기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전자소재사업

정보전자소재사업은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TAC필름(Tri Acetyl Cellulose),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사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세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부품인 Separator를 독자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IT Application용 분리막 및 전기자동차 전지용 

내열 분리막을 개발하여 생산 중입니다. 2012년에도 현재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인 제품기술 개발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하여 Global Top LiBS 생산업체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TAC필름의 경우 Pilot Plant의 자체 설계 및 운영을 통해 TAC필름 

상업생산 기술의 Platform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에는 충북 양산 

1호기에서 상업생산을 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품인증을 거쳐 

본격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유의 연속경화기술을 적용한 

FCCL(연성동박적층체) 양산 공정을 개발·건설하였으며, 2011년 

7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Display 등 연관분야 

확장을 통해 회로소재분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에너지산업 주도라는 비전에 따라 

‘녹색성장’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개발을 더욱 강화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GreenPol), 청정 석탄 에너지(Green 

Coal), Cellulosic Ethanol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