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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수상 및 인증 현황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2005년 6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및 환경촉매 개발, 울산대공원 조성 등 회사의 환경기술 개발 및
대기 보전 노력을 인정받아 조선일보사와 환경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에서
‘푸른하늘 대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선일보 환경대상은 사회 각층에서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
하는 숨은 공로자 및 기업을 발굴, 이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국내 최고 권위의 환경관련 사회 공로상
으로서 금번 수상은 SK(주)의 환경경영 노력 및 기술개발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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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005년 6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Corporate Governance Service)로부터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활동 및 이사회 내 전문 위원회 설치/운영,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효율적 운영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기업으로 인정받아‘2005 지배구조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고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투명경영활동을 공인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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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2005년 6월, 울산대공원 조성 등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2005 한경
사회공헌기업 대상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4년 자원봉사부문 대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본 수상은 SK(주)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최고경영자(CEO)부터 신입
사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SK(주)는 향후에도 사회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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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최우수기업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평가(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한국능률협회 주관의 고객만족도 평가(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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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영실상 국무총리상 수상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SK(주)는 10여 년간의 연구노력 끝에 개발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EnCPF)로 국가 환경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3월 IR52 장영실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매연저감장치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촉매식 매연 정화장치로서 세계적
으로 몇 개 기업만이 실용 가능한 장치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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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수상/인증 및 활동현황

기타수상이력
2002. 05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마켓리더쉽부문 최우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2. 07

한국신기술 인정(NT마크) 질소산화물제거 선택적환원촉매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2002. 09

울산 사회복지대상 <울산사회복지협의회>

2003. 01

전국 품질경영대회 금상 <한국표준협회>

2003. 03

공정거래자율준수 평가대회 금상 <(사)공정거래협회>

2003. 08

TMS 최우수 운영관리 대통령상 수상 <환경부>

2003. 09

신기술(KT) 인정 PE-RT소재 제조기술 <과학기술부>

2003. 09

신기술(KT) 인정 <과학기술부>

2004. 02

2004 의용소방상 대상 <행정자치부>

2004. 03

장영실상_SCR 촉매 <과학기술부>

2004. 05

신기술(KT) 인정 스프레이오일 <과학기술부>

2004. 06

신기술(KT) 인정 농업용 파라핀오일원재 제조기술 <과학기술부>

2004. 06

장영실상 DPF <과학기술부>

2004. 11

2004 대한민국광고대상: TV 부문 SK주유소 마당 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2004. 11

2004 대한민국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SK주유소 외딴길 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2004. 11

2004 대한민국광고대상: OK Cashbag
‘49일간의 추리이벤트-7번째 열쇠를 찾아서’
<한국광고단체연합회>

2004. 11

전국 품질경영대회 분임조상 <한국표준협회>

2004. 11

제42주년 소방의날 표창장 수상 <행정자치부>

2004. 12

건교부 장관표창 정부 물류정책수립, 활성화기여 <건설교통부>

2004. 12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산업자원부>

2004. 12

국무총리상 외국기업의날 외자유치유공 포상 <국무총리상>

2004. 12

우수 IR기업 에너지 부문 최우수상 <머니투데이>

2004. 12

매경부즈알렌 지식경영대상 기업가치 확장부문 <매경부즈알렌>

2005. 02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아태지역 전력산업부문 대상 <PFI>

2005. 03

환경마크인증 SK 100 등유 골드 <환경마크협회>

2005. 03

2005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TV부문_기업PR 바다 편 <한국광고협회>

2005. 03

신기술(KT)인정 자동차도어 씰링용 저경도TPV 제조기술 <과학기술부>

2005. 03

Euromoney Project Finance 아태지역 전력산업부문 대상 <PF>

2005. 04

대통령표창 과학기술진흥 유공자상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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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5 한국브랜드파워 엔진오일부분 7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
※2002년 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수상실적 기재

III 사진 74_ PFI 아태지역 전력산업부문 대상 수상

www.sk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