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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창출 사업별 주요 성과

SK이노베이션은 연결기준 매출 39조 5,205억 원, 영업이익 3조 

2,28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연

평균 유가(두바이 기준)는 2004년 이후 최저치인 배럴당 41달러 수

준으로, 매출액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9조 원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2004년 이

후 최고 수준인 8%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은,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들이 그간 추진해 온 사업구조 혁신으로 인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이후 SK인천석유화학 포트폴리오 업그레이

드, 울산 아로마틱스(UAC), 중한석화, 스페인 ILBOC 등 화학과 윤활

유 사업을 위주로 4조 원 넘게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라

자일렌(PX) 생산규모 세계 5위, 고급 윤활기유 생산규모 세계 1위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 화학·윤활유 사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수

익구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중국 SINOPEC과 합작한 중한석화, 일

본 JX Nippon Oil & Energy와 합작한 울산아로마틱스(UAC), 스

페인 Repsol과 제휴한 ILBOC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링 성과

가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

을 전망입니다.

석유 사업: 석유 사업은 매출 28조 3,699억 원, 영업이익 1조 9,391

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감소했

으나, 영업이익은 6,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료 도입선 다변

화와 공장 운영 최적화를 통해 석유 사업 본원적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

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K인천석유화학 또한 영업이익 3,745억 원

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1.6조 원을 투자

하여 13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생산설비를 구축,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유회사에서 에너지·화학회사로 사업구조를 혁신

하며 달성한 성과입니다.

화학 사업: 화학 사업은 에틸렌, 파라자일렌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가 연중 강세를 보이고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선제적 투자 효과에 4

분기 들어 벤젠 스프레드 강세까지 더해져 전년 대비 증가한 9,18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윤활유 사업: 윤활유 사업은 윤활기유 스프레드 강세가 지속되어, 전

년 대비 증가한 4,6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비정유사업의 최

대 실적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석유개발 사업: 석유개발 사업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증가한 1,05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658,607 483,563 395,205

-	석유	사업 490,563 352,997 283,699

-	화학	사업 126,352 92,880 76,865

-	윤활유	사업 29,818 26,188 25,358

-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11,874 11,499 9,283

구분 2014 2015 2016

영업손익 -1,828 19,796 32,283

-	석유	사업 -9,990 12,991 19,391

-	화학	사업 3,592 4,310 9,187

-	윤활유	사업 2,899 2,947 4,683

-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1,672 -451 -978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매출액 영업손익

경영 성과

안정적인 재무적 성과 실현은 기업의 존속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사상 최대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근간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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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신용평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SK이노베이션은 생산시설의 운영 최적화 기술과 독자적인 제품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석유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건실한 재무정책과 꾸준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S&P로부터 신용등급 BBB+(안정적)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SK이노

베이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석유화학, 윤활유, 석유개발, 전기

차 배터리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 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이

뤄온 것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우케미칼 EAA사업 인수

SK이노베이션은 다우케미칼로부터 미국 텍사스와 스페인에 위치한 

EAA주2) 생산시설 2곳과 EAA 제품 및 아이오노머 제조기술, 영업권, 

상표권 등 EAA 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고부가 패키징 분야의 핵심기

술과 생산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기술기반 다운스트림 제

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초고압, 고산도 공정기술 획득을 통해 

향후 제품 및 기술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하이엔드 화학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보하였고, 기존 제품과의 마케팅 시너지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2) Ethylene Acrylic Acid: 다층 필름 소재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접착 수지

생산량

주1)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의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내수 판매량 기준

16,965

316,821

16,821

5,622

346,690

17,843

345,776

(단위: 천 배럴)

(단위: 천 배럴)

(단위: 천 톤)화학 사업

석유 사업 주1)

윤활유 사업

2014 2015 2016

5,272
5,772

경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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