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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회와 함께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이
되고자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
및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2005년 12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1년에 ‘2010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내 주요 사업장인
본사, 울산사업장, 인천사업장, 기술원에서 추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해외 지사 현황, 이사진 현황, 안전·보건·환경 방침 등 일부 내용은 2012년 5월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당사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 되는 SKMS(SK Management System)를
토대로 하여 전반부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8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후반부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환경 부분은 당사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울산사업장과 인천사업장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나 시스템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전년도 보고서의 내용을
재인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G3.1)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GRI 가이드라인의 준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 외에 당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fss.or.kr)에 공시된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1 Annual Report, SK이노베이션
웹사이트(www.SKinnovatio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공시
SK이노베이션은 본 보고서를 GRI G3.1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적용 수준 측면에서
‘A+’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제3자 검증기관 또한 본 보고서가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중 ‘A+’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CEO Message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SK이노베이션은 향후 100년 후에도
안정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항상 SK 이노베이션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을
향한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 년은 회사가 지향하는 Technology - driven Innovative
Company로의 도약을 한 발 앞당긴 역사적인 해 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유사에서 기술 기반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그 변화는

SK이노베이션의 이름에 걸맞게 회사 안과 밖에서 많은 Innovation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독자경영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 4사는 ‘따로 또 같이’라는 SK의 고유한 경영철학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속에서 Technology-driven Innovative Company이라는 하나 된

미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을 가속화할

비전 아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에너지·화학

계획입니다. 기존 에너지 관련 기술 기반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회사로서의 위상과 시장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SK의 추구가치인 이해관계자의 행복 창출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모든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델을

기업, 나아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추구하며, 비단 재무적인 성과 만이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이 글로벌

2012년은 SK이노베이션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 깊은 창립

스탠더드가 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발전하고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않고 1962년 창사 이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SK 이노베이션은 이를 기업경영의 필수과제로

성장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우량기업, 100년 성장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거듭 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SK이노베이션은 혁신과 변화 지향 그리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수준의

성장의 뜻을 담아 사명을 기존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바꾸고, 2009 년 분사한 SK 루브리컨츠에 이어 석유사업과

방침을 정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이웃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화학사업을 각각 SK 에너지와 SK 종합화학으로 분사, 4 社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독자경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창출모델을 구현함에 따라,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으로 발전시키고
분사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지난 한 해

있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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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7% 증가한 68조 3,71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조직활성화를

증가한 2조 8,424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미션으로 정하고, ‘도전ㆍ창의ㆍ긍정’ 세 가지

2012년 7월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이러한 성과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장 구 자 영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독자경영체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구성원의 역량과 열정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따라 각 사별로 시장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의 속도 및 유연성을

구성원의 행복과 회사의 발전 모두를 성공적으로 일구어 나가고

높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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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SK Innovation

SK Energy

Tech-driven Innovative Company

Globalization & Asset Optimization
• Global Value Chain 확장
• Global Trading 강화
• 본원적 경쟁력 강화 & Value-up 프로젝트

•본원적 경쟁력 강화
•Innovation
•Speedy & Flexible한 대응

494,009 억 원
영업이익
12,416 억 원
원유 일일 최대처리량
1,115,000 배럴

683,712 억 원
영업이익
28,424 억 원
원유&가스 일일 생산량
65,000 배럴

매출액

매출액

Technology - driven Innovative Company

28,424
683,712

석유개발 및 기타사업

50.3%

1.8%

석유사업

72.3%

68

매출액

조원

2.8

영업이익

27.3%

윤활유

113

4.0%

매출액

조원

10

조원

영업이익
화학사업

조원

22.0%

2011년

SK Global Chemical

2020년

Global Top Tier Chemical社로의 도약
•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 기술 기반의 경쟁우위 확보
• Global 사업 확장

150,552 억 원
영업이익
7,743 억 원
화학제품 연간 생산량
10,397 천 톤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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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25

69.56%
59.62%

18,912

16.7%

Tech. 17조 원

15%

2010년

2011년

매출액 (단위: 억 원)

SK Lubricants

2010년

2011년

영업이익 (단위: 억 원)

2010년

2011년

수출비중 (매출액 기준)

Global 시장의 Leader로 비상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기술 기반의 성장 동력 확보
• Global 시장의 개척

27,091 억 원
영업이익
5,077 억 원
Group Ⅲ Capacity
33,300 B/D
매출액

sustainability Report 2011 _ 7

석유가 없는 나라,
에너지 수출국이 되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에너지 수출국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전 세계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찾아낸 회사,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16개국 26개 광구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전체 매출의 70%를 “Made in Korea”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강대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혁신,
그 곳에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Company Profile

Sustainability Management

Special Issue

Our Performance

Appendix

Company Profile
회사 개요
조직도

(2012년 1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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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1962년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국내 최초 정유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수준의 기술을

이사회사무국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SK이노베이션은 건강한 지구 환경을 위한 녹색

윤리경영총괄

기술을 통해 보다 더 큰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명 변경과 회사 분할을 계기로 또

감사실

한 번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Technology-driven

SHE본부

Innovative Company’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장경영실

일반현황
※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사명을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고,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SK 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독자경영체제 출범

회사명

(2011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설립일자

SK이노베이션

1962.10.13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

구성원
공장/연구소

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5 Global
Technology

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79-2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71

수

1,642

Global
Technology

E&P
사업부문

경영관리
본부

G&G
추진그룹

사업분야
자원개발,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R&D

SK에너지

2011.01.01

상동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2,957

석유제품

SK종합화학

2011.01.01

상동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1,158

화학제품

SK루브리컨츠

2009.10.01

상동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289

윤활유, 기유

Biz.
Innovation
본부

주요 자회사 및 주주 현황
◦◦5% 이상 주식 소유 주주 현황

기업문화
본부

지속경영
본부

(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자회사
SK Innovation

주식 수 (단위: 주)
지분율

재무현황 (연결기준)

I/E 소재
사업본부

Battery
사업본부

SK㈜ 30,883,788

33.40%

(201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액

68조 3,712억 원

영업이익

2조 8,424억 원

당기순이익

3조 1,758억 원

총자산

35조 269억 원

100%

100%

100%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45,615,361

49.33%

100%

50%

41%

SKME

SK M&C

대한송유관공사

국민연금 7,943,134

8.59%
Templeton 6,788,439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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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석유 및 화학사업 영역에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석유사업

국내 1위를 넘어 Global Top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 및 정보전자소재 등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4월 현재 16개국 26개 광구 및 4개 LNG 프로젝트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SK에너지 석유사업은 석유제품 생산/수출/내수판매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정제능력 1위,

있습니다. 보유 매장량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5.5억 배럴이며, 2011년 평균 일생산량은 6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인천 Multi Refinery를 중심으로 50여 종의 다양한 원유를

5 천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11 년 7 월에는 2010 년 12 월에 체결한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SK do Brasil)의 지분 24억 달러를 덴마크 머스크 오일社에 매각하는 계약의 Deal Closing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매각은 국내기업이 유망탐사광구를 탐사하여 석유 발견에 성공하고 상업적

정제하여 최상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Global Top Tier 수준의 설비 및 운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성공에 이른 후 이를 글로벌 메이저 기업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최초 사례로, 국내 석유개발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Trading/Marketing할 수 있는

사업의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법인 매각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Platform 구축까지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하나의 SK에너지’를 해외에 구축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최고 지위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반으로 보다 유망한 개발·생산광구 자산 매입 및 운영권 확보를 위한 M&A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국 4,000여 개 SK주유소에서 ‘OK캐쉬백’, ‘엔크린보너스카드’ 등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한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석유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해 온
석유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탐사 및 신규

◦◦아스팔트사업

광구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유개발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의

SK에너지 아스팔트사업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 200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도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수입 아스팔트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중

◦◦배터리사업

등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은 1996년 휴대용 IT 기기용 2차전지 개발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2006년
HEV용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배터리사업은 고에너지밀도의

앞으로도 아스팔트 사업은 국내는 물론 중국 및 동북아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남아·오세아니아

최초로 자체 개발·상용화된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SBS PMA, Polymer Modified Asphalt) 제품의 특허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여 에너지 밀도에서 Global Top 수준을 달성하게 되었고, 많은 Global

OEM들이 전기자동차 설계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2009년 다임러 그룹 미쯔비시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7만 평 규모의 생산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총 4만 대의 순수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시스템용 배터리 및 차세대 배터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배터리사업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Global Market Leader로 도약할 것입니다.

휘발유 ‘엔크린’

SBS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

화물운송업의 든든한 동반자
‘Netruck’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역내 No.1 Market Player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SK종합화학

후소社의 '칸터 에코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2010년 국내 최초 상용

EV인 현대자동차 블루온(i10) 및 기아자동차 레이, 2011년 다임러 그룹 메르세데스-AMG의 스포츠카
SLS EV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배터리사업은 2012년 상반기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SK에너지 대표 브랜드]

제주 유나이티드 FC

◦◦화학사업
2011년 사업 분할을 통해 ‘SK종합화학’으로 새롭게 출발한 화학사업은 ‘Global Top Tier Chemical
Company’의 비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2년 국내 최초로 나프타 분해시설을
상업화한 이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및 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 온 SK종합화학은 자동차, 전자, 통신의 첨단 소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종합화학은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성장을 추구하면서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전자소재사업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월 LiBS/FCCL/TAC필름 사업을 운영하는 I/E소재사업본부(I/E: Information
& Electronics)를 새롭게 출범하고, 정보전자소재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BS(Li-Ion Battery Separator)사업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핵심부품으로 휴대용 IT기기 및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청주 및 증평에 위치한 7개 상업라인을 바탕으로 Global Top
수준의 품질 및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성회로기판의 소재로 사용되는 연성동박적층체(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IT기기의 고성능/소형화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FCCL 생산 신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2011년 7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용 편광판의 소재인 TAC(Tri Acetyl Cellulose)필름 사업은 LCD 및 AMOLED
디스플레이 시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2011년 증평 생산공장 건설 이후 현재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혁신적인 제품기술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정보전자소재사업의

Market leadership을 확보할 것이며, 추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2 _ We are SK Innovation

SK루브리컨츠

[SK루브리컨츠 대표 브랜드]

◦◦윤활유사업
2009년 10월 SK루브리컨츠로 새롭게 출발한 윤활유사업은 독자회사로서 특화된 사업 인프라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유사업은 생산량 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윤활유 ‘ZIC’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윤활유사업은 대표브랜드 ZIC의 브랜드 파워 조사

14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상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양대
품질 평가기관인 미국석유협회(API)와 국제윤활유표준화위원회(ILSAC)로부터 최상위 품질 등급

고급 윤활기유 YUBASE

인증을 받는 등 우수한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는 고급 기유 및 윤활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능력 확대 및 전략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수익 창출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SK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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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P Operations

카자흐스탄
Zhambyl(E)

이집트

카타르

North Zaafarana(P)

Rasgas(L)

미국
Iberia Dome North(E)

알제리

오만

Issaouanne(P)

OLNG(L)

예맨

베트남
15-1(P), 15-1/05(E), 123(E)

콜롬비아

YLNG(L)

코트디부아르

CPE-5(E), CPO-4(E), SSJN-5(E),
VIM/2(E), SSJS-1(E)

리비아

CI-11(P), CI-01(E)

NC-174(P)

인도네시아
North Madura I(E)

적도기니
Area D(E). Block S(E)

페루

구분

국가

광구

생산 광구

6 개국

8개 광구

탐사 광구

10 개국

18개 광구

4 개국

4개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Block 8(P), Block 88(Camisea)(P),
Block 56(P), Z-46(E), PLNG(L)

마다가스카르
Majunga(E)

호주
WA34R(E), WA-425-P(E)
WA-431-P(E)

14 _ We are SK Innovation

생산 광구
탐사 광구
LNG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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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X란?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Super Excellent 수준 의미. 또한 경영 활동에
있어 Super Excellent 수준의 목표를 지향하되,
곧바로 Super Excellent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주어진 시간과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인 Better
Company 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SUPEX 수준에 도달

SK 경영 철학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

이사회

‘기업은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이사회 구성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류의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2012년 3월 기준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총 9명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라는 기업관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궁극적인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민간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사외이사 비율(67%)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및 관계가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인해 사외이사의 결의만으로도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특별결의 요건*이 충족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발전될 수 있는 행복을 실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인간 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 추구를 목표로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들은 독자적인 모임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여 사랑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6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위원회는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및 지속가능경영을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 특별결의 요건

이사회 구성원 2/3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을 말하며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정관
변경, 합병, 해산, 영업양수도, 자본감소, 이사
해임안 제출 등 해당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KMS(SK Management System)

[이사진 현황]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SKMS(SK경영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SKMS는 전 구성원이
기업 경영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성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경영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되었으며, 경영기본이념,

구분
사내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실행원리, 경영관리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기초로 하여 인류의 행복에

(2012년 3월 기준)
이름

성별

현직

이사회/위원회 역할

최태원

남

SK㈜ 및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회장

의장

구자영

남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전략위원회

김영태

남

SK㈜ 대표이사 사장

인사위원회

김영주

남

법무법인 세종 고문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이재환

남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전략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

이훈규

남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인사위원회(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최명해

남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투명경영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

최 혁

남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사회공헌위원회, 전략위원회

한인구

남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감사위원회(대표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공헌하는 세계 일류기업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

경영기본 이념

경영실행 원리

경영관리 요소
정적요소의 활용
마케팅·생산·연구개발·전략기획·인력조직·

기업관

SK Managment System 의
실행원리

추구가치

SUPEX 목표 / 실행전략

동적요소의 실현

경영원칙

구성원과 리더의 역할

구성원 차원의 실천·회사 차원의 실천

SUPEX 추구환경 조성

SK이노베이션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동적요소 : 의욕, 일 처리 역량, Coordination,

정립하고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선임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

회계재무·구매·CR(Corporate Relations) 등

Communication, SK-Manship 등)

◦◦이사 선임

및 자질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
사외이사후보
추진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할 후보 Pool을 선정하고,

SKMS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SKMS는 구성원들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SUPEX 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SUPEX 목표/실행전략’,

사외이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전문성, Commitment, 경영 마인드와

‘구성원과 리더의 역할’, ‘SUPEX 추구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영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2년 이내에 회사에 재직한 자는

후보추천 방안 수립
사외이사 후보 Pool 선정

자문단
사외이사후보
추진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확정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Personal Image 등을 평가 기준으로 연도별 추가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안건 확정

주도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요소의 정의를

◦◦이사회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주주총회

통해 효과적·효율적인 경영 활동의 수행 및 SUPEX 추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이사회는 연 1회, 이사회 활동 및 운영 관련 사항, 이사 활동 지원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의 각 기능별 일처리 방법론과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사항을 정적 요소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동적 요소로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인 SKMS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KMS 실천은

이사들의 성과에 합당한 보수 한도를 정하도록 심의하고 있으며, 회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스톡옵션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위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SKMS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철학과 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며 문화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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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사의 이해관계충돌 방지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SKMS의 경영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이사회 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구성원 윤리경영 교육, 윤리실천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사업파트너에 대한 윤리실천 확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 및 활동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Working BOD (Board of Directors)

구성원이 모든 경영 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과 조언·감시 기능을 이사회의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과 동 실천지침에서는

기본적인 역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CEO 선임 및 권한 부여와 더불어

구성원의 기본윤리, 고객만족, 주주가치 존중, 사업파트너와의 공동발전, 사회에 대한 책무 등

경영진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Working BOD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윤리규범

[윤리강령 구성 체계]
SKMS

(SK Management System)

윤리규범
실천지침

윤리규범

FAQ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려

관한 사내 특강을 진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K이노베이션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公과 私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2011년 주요 활동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에 ‘이사회 소식’
메뉴를 개설하여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에

[Working BOD 활동내역]
이사회 개최

_

안건처리

_

참석률

_

14
61
93.7
회

건

2011년에는 총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6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사의 참석률은 93.7%를
기록했습니다(사외이사 참석률 97.6%). 뿐만 아니라 총 27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21건의 이사회

고객에
대한 자세

복지시설 방문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간 활동 기준)

위원회명

개최 횟수

안건 수

이사회

14

61

감사위원회

7

20

전년도 확정 실적 및 외부감사 결과, 연결결산 관련 내부감사
결과 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0

0

없음 (2011년도는 사외이사 선임 없었음)

전략위원회

5

5

TAC 상업라인 및 배터리 양산공장 투자, LiBS 사업 증설 등

인사위원회

2

5

사내이사 후보 추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사보수 한도
검토 등

투명경영위원회

11

16

계열회사와의 거래/출자, 공정거래 업무 현황 등

사회공헌위원회

2

6

위원회 소계

27

52

합계

41

113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사장단 보고, 배터리 공장 및 연구소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이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김장 나누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포함해 총 5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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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기본윤리

주주에
대한 책임

■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안건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이사회 활동 평가 방안, 사회공헌추진 현황 등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협력사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
■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경쟁회사와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

경제 발전에의 기여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에
대한 역활

사회규범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무재해 추구와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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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윤리경영 확산 노력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구성원 교육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제고와 경영 활동에서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구성원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 년에는 신입사원,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수시경력사원 등 439명을 대상으로 총 878시간의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윤리경영 교육현황]
신입사원
수시경력사원

(2011년 연간 활동 기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교육인원 439명

107명

교육시간 878 hr

214hr

332명

664hr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비즈니스 영향도가 큰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
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선정하고, 각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 채널 및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리 실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상담 및 제보
[SK이노베이션 윤리경영 웹사이트]
http://ethics.skinnovation.com

윤리경영 실천 서약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2008년 11월부터 최고 2,000만 원을 지급)

명절 선물 반송센터 운영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성원,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가
윤리적 이슈를 직접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실적 발표회, 국내외 NDR(Non-Deal

윤리상담실(전화, 팩스, e-mail) 및 윤리경영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실천지침
준수서약(메일 발송
후 전자서명)

웹사이트(http://ethics.skinnovation.com) 등
다양한 채널 운영
•이를 통해 윤리적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철저히 보호
•2011년에는 윤리상담ㆍ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

2건, 상담 20건, 고객불만 58건으로 총 80건
접수ㆍ처리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이해관계자 별 커뮤니케이션 활동]

•명절기간 선물을 받은
경우 즉시 반송
•반송하지 못한
물품은 사회단체 및
시설에 기탁. 기탁이
불가능한 물품은
사내 경매 등을 통해
판매대금 기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 2011년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는 3건으로 사규에
따라 징계 조치

◦◦사업파트너에 윤리실천 확산

Roadshow), 국내외 Conference 참가, 1:1미팅,
e-mail/전화 상담, 공시 및 신고 등

콜 센터 ‘고객행복센터’ 운영, 제품·서비스별
웹사이트, 고객 만족도 조사 등

M2M 보드, V보드, 인트라넷 (열린경영마당,
tok소리, tong tong), 윤리상담센터,
SKMS실천진단 등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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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조사(4회),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 문의 응대·안내
(47만 9천 건의 전화 상담, 2만 6천 건의 온라인
상담) 등

M2M보드, V보드, 인트라넷 (열린경영마당,
tok소리, tong tong), 윤리상담센터 지속
운영, 온라인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통한

주주

고객

구성원

SKMS실천진단 실시 등
다양한 채널(지역별, 사업별)을 통한 밀착
커뮤니케이션 진행 및 유지보수업체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와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 지속적인
동반성장 노력 등

협력사

각종 지역단체 간담회, 인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및 경찰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참여, 인근지역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울산지역 주요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대상
커뮤니케이션 실시, 인천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참여 및 메세나 자매결연을 통해 주민
지원 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SK이노베이션은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는

규정한 사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사업 파트너의 부패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발생하지

실적 설명회(4회), 해외 NDR(Non-Deal
Roadshow (4회), 국내외 Conference 참가(7회),
국내외 투자자 미팅(200회 이상), Conference
Call, e-mail 상담, 전화 상담 등

협력사 대표 초청 간담회, 협력사 CEO 세미나,
사업장 협력사 현장 협의회 등

‘공정·투명거래 동의’를 통하여 당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의 부정·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회사를 제재하도록

2011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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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8가지 사회적 책임범주
지배구조

환경

경제성과

공정운영

안전

소비자

노동

지역사회

중요성 평가 결과

SK 이노베이션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인 ISO 26000 과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국제적

2011년 중요성 평가는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측면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인 GRI G3.1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과 경영 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도출된 중요 이슈 매트릭스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TF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파악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최상위 이슈로는 경영성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구성원 보건 및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신성장 동력, 안정적 에너지공급, 이해관계자 참여,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최상위 이슈로 도출된 8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Special Issue로

2011년 중요성 평가 방법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11년 중요성 평가는 미디어, 국내외 동종업계 벤치마킹, 국제 규범 및 표준,

[내외부 이해관계자 중요도]

분류하여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환경 경영

저탄소 경영

신성장동력

안정적 에너지 공급

조직문화혁신

고객행복경영

●3
●2

●13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이슈 확인

이해관계자
관점 이슈 분석

비지니스 영향
관점 이슈 분석

4 단 계

5 단 계

중요성 Chart

Special Issue
도출

국제 규범 및 표준

ISO 26000, GRI G3.1, UNGC 원칙, DJSI 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보도자료가 기업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작성·배포되는 것을 고려하여 부정적 이슈에

그 결과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여러 표준에서

공정경쟁, 정부정책대응, 경영성과 등이 높은

●16
●5

●7

●22
●24

		

●12

●27

●10

●29

●28

●19
●14

●31

●18

●30

●21

●32

●23

●33

최상위 이슈

비지니스 영향

비즈니스 이슈

1. 이해관계자 참여

9. 환경경영(탄소경영)

2. 동반성장

10. 지배구조

3. 기후변화대응

12. 노사관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 ** 에 대해 설문을

4. 신성장동력 (친환경사업)

14. 훈련 및 교육

그 결과 기후변화대응, 구성원 보건 및

실시하고 이를 중요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5. 구성원 보건과 안전

18. 위험관리

안전,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높은 순위에

그 결과 명성,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자원

6. 경영성과

19. 윤리경영

올랐습니다.

사용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7. 소비자커뮤니케이션

21. 오염방지

8. 안정적 에너지 공급

23. 경영일반

국내 CSR 전문가 100 여 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CSR 활동을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향후

분석하고 동종업계의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9

		

●26

외부 전문가 설문

정유 및 에너지 사업자 중 SK이노베이션과

●8

		

●25

잠재 이슈

중요성
평가 방법

●6

●20

		

올랐습니다.

동종업계 벤치마킹

●4

●17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높은 순위에

순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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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1

● 11
●15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및 사회적 기대

지배구조, 제품품질, 환경경영 등

독자경영체제

최상위 이슈

이해관계자 이슈

통해 기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8가지 사회적 책임 범주, 33가지 이슈로

미디어 분석

**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

8가지 Special Issue

외부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회사의 경영철학 및 경영계획의 분석을

이해관계자 관심도

* 중요성 평가란?

중요성 평가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파악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기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으로 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중요성 평가* 목적

비즈니스 이슈

이해관계자 이슈

잠재이슈

11. 사회공헌

25. 지역사회 영향

13. 인권존중

26. 제품 책임

15. 근로조건 개선

27. 사회적 기업

16. 소비자(고객사) 정보보호 28. 명성
17.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29. 인권침해 행위 근절

20.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30. 마케팅

22. 공정경쟁

31. 책임있는 정치 참여

24. 소비자(고객사) 보건 및

32. 경영환경

안전

33.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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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명가,
지구의 생명을 연장하다
지구의 생명이 인류의 생명입니다.
에너지 기업이 지구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 회사,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고민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Green Coal, GreenPol™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지구를 위한 녹색혁명,
그곳에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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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1
독자경영체제
[2012 기업PR '광구' 편]

독자경영체제 출범

독자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명을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고, 기존

회사 분할은 주주·투자자, 구성원, 고객,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K에너지에 속해 있던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을 각각 신설회사인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으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은 장기적인

분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성장을 위한 분할의 필요성과 장·단기 효과를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각종 IR

독자경영체제로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활동과 직원 설문조사, 사내외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이해관계자 별

높이는 등 성공적인 첫 해를 보냈습니다.

이슈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할 및 독자경영체제 출범 이후 존속회사이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정보전자소재,

◦◦이해관계자 소통 ‘주주·투자자’

연구개발 등 자원개발과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하는 데 매진하게

주주·투자자들은 분할을 통한 기업가치의 변화와 성장 모멘텀 확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되었습니다. 신설회사인 SK에너지는 석유와 기술사업에, SK종합화학은 화학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석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축으로 하는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 중심의 SK에너지, 화학사업을

되었습니다. 한편 윤활유 사업은 이미 2009년 10월 1일자로 분할, 신설회사 SK루브리컨츠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배경과 목적
“2012년은 SK이노베이션 계열
창립 50주년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글로벌 초우량기업,

100년 성장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 구자영 사장
2012년 신년사 中)

SK이노베이션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분할 전 SK에너지 단일 회사 체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분할 및
독자경영체제 도입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할 전 SK에너지는 사업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CIC(회사 내 회사)제도를
도입하고, R&M(석유사업 및 마케팅), 화학, 기술원, CMS(경영지원) 등 4대 CIC와 사장 직속기구인
자원개발본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글로벌 경영환경 및 에너지

[2012 기업PR '배터리' 편]

근간으로 하는 SK종합화학, 윤활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SK루브리컨츠의 성장 전략과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Conference Call 등 IR활동을 통해 분기별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에 대해 주주·투자자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자경영체제는 분할 전 SK에너지의
독립적인 CIC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정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물적 분할
방식으로 인해 기업가치 훼손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분사 후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각 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분할로
인한 각 사업의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의 스피드 제고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간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독자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구성원’
분할은 구성원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직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분할에 대한 구성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고용안정과 자긍심,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인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체결된 노사 양측의 고용안정합의서에 따라,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대 CIC인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할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회사가 구성원의 현행신분,

독립, 독자적인 책임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분할하여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급여, IB, 복리후생, 퇴직급여충당금,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을 포괄 승계하며,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에

SK루브리컨츠 4社 독자경영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롭게 출범한 각 회사들은 독자경영의 조기 정착과 함께 도전·창의·긍정의 가치에 기반을

독자경영체제 구축은 각 사업의 성장 목표 및 자원의 차이, 재무구조 현황, 사업환경 전망을 감안하여

둔 조직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사기 진작에 주력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사업 단위를 최적화함으로써 사업의 유연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있는 새롭고 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함으로써 각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각 사업의 역랑 강화와 더불어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이해관계자 소통 ‘고객, 협력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 분할 이후에도 고객 관련 정책이나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공시와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회사 분할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기업고객과 협력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경영체제에 대한 고객과 협력사의
이해가 증진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행복 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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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경영체제 이후 성과
[2011 기업PR '북극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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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역내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한 것이 SK종합화학의 최대 실적을

Appendix

[2011 기업PR '지구 사막화' 편]

견인했습니다. SK종합화학은 향후 원재료 가격 변동성 확대 및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중국

1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독자경영체제 이후 SK이노베이션 계열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진출 및 아시아 역내 시장 공략을 통해 수출을 강화할 예정이며, 업계 리더십 강화, 트레이딩 확대 및

전문화된 경영활동 및 사업 간 시너지 추구를 통해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11년

관련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마켓 리더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 사업의 사상최대 실적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고른 실적
개선에 힘입어 연결기준 매출액 68조 3,712억 원, 영업이익 2조 8,424억 원, 당기 순이익 3조 1,758억

◦◦SK루브리컨츠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53조 7,225억 원보다 27.3% 증가한 것이며,

SK루브리컨츠는 2011년 매출 2조 7,091억 원, 영업이익 5,077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도 영업이익 1조 8,912억 원 대비 50.3%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석유사업을 제외한 석유개발,

세계시장에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SK루브리컨츠의 윤활기유 수출 호조와 중국/러시아 시장을

화학사업, 윤활유사업 등 전 사업부분에서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활유 완제품의 수출 가시화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열의 최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른 실적은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경신하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를 위해 국내외 공장 증설을 추진 중에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독자경영체제를 통해 각 사별 시장 상황에 맞는 빠른

있으며, 울산 공장 내에 건설하고 있는 제3윤활기유 공장 및 중국 천진의 윤활유 완제품 공장이 본격

의사 결정, 사업 유연성 제고 및 사업 간 시너지효과로 인한 결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가동되면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은 SK이노베이션 누적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출을 통해 달성한 것으로, 이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SK이노베이션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독자경영체제 실현 및 시너지 창출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사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석유개발 사업은 1조 359억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각 회사들은 독자경영체제를 통해 새로운

원, 영업이익 4,941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영업이익률 47.7%를 기록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에

SK이노베이션은 탐사·생산 광구의 소규모 지분투자에서 시작하여 운영·탐사광구로 투자를

영업이익 4조 원, 2020년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각 회사들이 평균 1조

확대하였으며, 유전개발에서 가스생산·수송·LNG까지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대규모 자산 매각까지 성공하며 석유개발 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의 도약을 지향점으로 삼고 각 사의 전략적 중점 사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시너지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사업과 함께 미래에너지 사업에 대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정보전자소재, 배터리, 연구개발에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그린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추가

SK에너지는 석유 및 가스특수제품 등 정유산업에서, SK종합화학은 올레핀, 아로마틱스, 페트로케미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술 기반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50년

폴리머, EPDM 등 소재분야에서,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기유 영역에서 각 사의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에너지 기업을 넘어 100년 에너지 기업으로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따로 또 같이’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의 에너지사업

것입니다.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각 독립회사 간 사업연결고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SK에너지(現SK이노베이션)는
정유사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아갈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구자영 사장
2009년 CEO취임사 中)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한 각 사의 기술적 사업 연관성

◦◦SK에너지

강화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 조직활성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각

SK에너지는 2011년 매출 49조 4,009억 원, 영업이익 1조 2,4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1년은

독립회사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 그룹차원에서 경영성과 공개, 윤리경영

정체된 내수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견조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강화 등 투명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중심의 석유 트레이딩을 확대하고, 중국, 일본 뿐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니라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등으로 고정거래처를 확대하여 고부가 제품인 휘발유 및 경유 등
경질유의 수출에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총 1억7,200만 배럴의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독자경영체제 전략]

SK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사업을 강화해 석유제품 수출을 확대해 갈 계획이며 원유를 수입한
산유국에 석유제품을 수출할 정도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SK종합화학
SK종합화학은 2011년 매출 15조 552억 원과 영업이익 7,7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독립회사 간 사업연결고리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2020년
매출 113조 원
Technology-driven
Innovative Company

독자경영을 통한
각 사 기술역량 및 전문성 극대화

수출 호조와 아로마틱 및 부타디엔 제품 마진 강세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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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2
동반성장
동반성장 철학

◦◦기술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SK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회사와 중소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how를 결합함으로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공생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SK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력과 대기업의 집적되고 체계화된 기술 역량 및 Know-

수 있도록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정보전자소재사업의 하나인 TAC필름의 주요소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반성장 체계를

상용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정된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로 인한 협력사의 지속적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단계 동반성장 체계

◦◦인재 육성 지원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자생적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SK이노베이션 동반성장 체계]
기회균등 및 공정거래

동반성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강력한 추진 의지 아래, SK이노베이션은 ‘개별 거래 차원’, ‘산업 차원’,
‘사회 차원’의 3단계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SK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기회균등과 공정거래를 실천합니다. 상거래
시작부터 끝까지 특혜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하며, 상호 간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

둘째, SK이노베이션은 산업 차원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자금지원, R&D지원, 경영지원, 인적자원육성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합니다.
셋째, SK이노베이션은 동반성장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지향합니다. SK종합화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사무국을 통해 각종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및 선언에 동참하며, 동반성장을 널리 알리고
솔선수범 합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그룹 프로그램인 SK동반성장
아카데미는 실무자, 중간관리자, CEO에 이르기까지 직급 별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일반 및 비즈니스 교양을 교육하는 MDP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과정은 2011년 총 16개사 21명이 참여하였고, CEO를 대상으로 경영,
인문학, 우수 SUPEX 사례 등을 강의하는 CEO 세미나는 2011년 총 59개사에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울산지역 CEO 세미나는 60여 개 지역협력사에 밀착 교육을
지원하였고, 협력사의 호응에 힘입어 2012년 연 2회 정기 행사로 확대 예정입니다.

◦◦협력사와 밀착 커뮤니케이션 강화
SK이노베이션식 동반성장의 기반은 “Open Innovation”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중소기업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최한 배터리사업 주요 협력사 간담회, SK종합화학 동반성장

“SK식 사회적 기업”은 SK만의 새로운 동반성장협력 모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복지법인의

간담회는 성공적인 사례로, 특히 동반성장 간담회는 SK종합화학 CEO가 직접 참석하여 SK의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까지 활동을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의 사회적 기업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한
사회적 기업 MBA 등 SK그룹 차원의 사회적 기업을 향한 진정성 있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구매 절차 및 협력사 파트너십

◦◦자금·금융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

납품 대금 100% 현금 지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적기에 보다

통합 온라인 구매시스템 ‘SKBiOK.com’을 통해 협력사 등록부터 구매 요청, 입찰, 발주, 세금계산서

나은 조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차원에서 시작한 대표적 펀드인

발행까지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 절차가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SK동반성장펀드는 총 1500억 원을 조성하여 그룹 협력사의 필요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융자받을

관리원, 구매원, 현업 사용자, 기술평가부서 등 여러 관계자가 구매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조성된 이 펀드는 2011년 말 기준 대출잔액이 86억 원일 정도로

한층 높였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협력사 파트너십 구축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사업 지원

협력사 관리체계(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도입해 협력사 등록, 평가 및 차별화

SK이노베이션은 기 구축한 사업인프라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관리를 시행, 경쟁력 있는 협력사 풀(P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등록과정에서 각 사의 윤리성,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을 해외 무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용, 기술, 환경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협력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Know-how 제공 및 관련 공정·설비 양도 등을 지원한 SCR 촉매사업은

있습니다. 등록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영, 기술, 품질, 안전·보건·환경, 인권 등의 항목에

총 48억 원의 투자비를 통해 약 100억 원의 협력사 연간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베트남 BSR 프로젝트 정기보수 사업 진출을 지원하여 2011년 수주액 1,500만
30 _ We are SK Innovation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대해 평가하고 조언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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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환경 경영
안전·보건·환경 경영 비전 및 전략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및 업그레이드

SK이노베이션은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안전·보건·환경 방침

있습니다. 2012년 5월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SK이노베이션은 안전·보건·환경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회사는 「인간위주로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무재해 추구와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발전한다.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침을 정립하였습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사람과 설비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본요소 2개, 운영요소 9개 등 총 11개

이를 위해, 법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환경기준을
수립·운영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내외 동종업체 및
산업계의 Role Model이 된다.

개선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안전기술 및 역량을 고도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별 ‘계획(P)-실행(D)-측정(C)-조정(A)’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오염물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 안전·보건을 최우선 과제로 정의하고 사람과 설비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 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
○ 안전기술을 혁신하고 역량을 고도화하여, 사회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
○ 환경경영을 핵심과제로 정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오염물질
최소화를 통해, 지구 환경을 보전한다.
○ 친환경 기술개발과 사업운영을 통해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하여, 미래 에너지를 혁신한다.

최소화 활동을 실시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사업운영을 통해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SHE 경영시스템]

가고자 합니다.

안전·보건·환경 조직 구성

2012년 5월 31일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구자영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박봉균

SK종합화학
대표이사 사장
차화엽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사장
최관호

계획(P)

SK이노베이션 계열 4社의 독자경영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일관된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2년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환경 경영주관부서로서 CEO 직속의 ‘SHE (Safety

위험성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
관리

·Health·Environment) 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SHE 본부는 국내외 전 사업장의 SHE Management

System을 Global Top Tier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실행력을 향상시켜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SK이노베이션 문화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신설된 ‘SHE 본부’와 SK이노베이션 계열 4社의

법규관리

안전·보건·환경 관련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

리더십,
의식 및 행동

공중관리

[SK 이노베이션 계열 안전·보건·환경 조직도]

조정(A)

실행(D)

역량관리

절차관리
평가 및
개선

성과관리

측정(C)

SHE 본부
(2012년 신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전화 : 02-2121-5114 팩스:02-2121-7001

Global Technology (자체 SHE 인력)
Battery 사업본부 (자체 SHE 인력)
I/E 소재사업본부 (자체 SHE 인력)

◦◦성과관리체계 강화
SK이노베이션은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있어 국내의 동종업체 및 산업계의 Role Model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건·환경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기존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에

[안전·보건· 환경 활동 성과지표]
구분(비중)

PSM 등급, EMS 심사 결과 등
시스템 운영

과정 중심
지표
(Leading
Index, 70%)

안전·보건·환경 교육훈련
이수율, 안전·보건·환경
회의ㆍ점검 건수, 아차사고,
안전·보건·환경 제안 건수,
비상대응 훈련 실적 등 안전
활동 이행

결과 중심
지표
(Lagging
Index, 가감)

사고 발생 건수, 재해율,
환경사고 건수, 법규 위반
건수, 과속 단속, 민원 유발
건수, 포상 건수 등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층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의지 천명을 통해 리더십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Safety Golden Rules를 제정하였으며, 구성원이 참여하는 내부 안전·보건·환경 감사제도 운영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성원의 안전·보건·환경 의식 및 행동양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HE 본부에서는 전사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열회사 사업장별로 안전·보건·환경 경영주관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정립함으로써
자체 SHE 조직
(울산·인천 사업장)

자체 SHE 조직
(울산 사업장)

자체 SHE 조직
(울산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환경 Audit 체계 업그레이드,
안전·보건·환경 경영활동의 경영성과 지표 반영 및 피드백, Near Miss 관리강화 및 우수 조직, 우수

성과지표

시스템
운영지수
(30%)

구성원에 대한 Reward 실시 등 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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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4
저탄소 경영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배출권거래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2009년 인천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사 통합 사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2007년 국내 최초로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2008년 울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공정 개선, 시범사업 참여 등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 SK그룹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를 설계하였으며, 그룹 5개 관계사 및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과 함께 모의거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 제도 도입에 대비한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 주관으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
현재 2차 시범사업에 참여 중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부터 Phase Ⅱ를
진행 중

Phase

배출권
거래제도

Phase Ⅰ

Phase Ⅱ

Phase Ⅲ

저탄소 경영체계 기반구축

저탄소 경영체계 정착 및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본격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사내 배출권 거래체계 구축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자발적 에너지절감 추진
탄소배출권
•정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확보
및 등록

•IT기반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전사 통합 배출권 거래 시행
•그룹 배출권 거래제 시행
검토

정부로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대상 ‘기후변화대응 한-개도국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CDM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국가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세미나 및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 CDM 사업

•배출권 Portfolio 관리

발굴 모색과 바이오가스·태양광 발전 등 발굴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에너지 절감사업 지속 추진

2010년 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

•해외 CDM 발굴 및 추진

친환경
•친환경에너지 기술 및 사업 개발
에너지 개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201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감축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2012년부터
•기술 상용화 및 사업 확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사업 추진과 공정기술 개발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SK이노베이션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투자주체)이 개도국(투자대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하고, 개도국은
기술 및 재정을 지원 받음. 2005년 이후 개도국도
투자주체로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기후변화대응 한-개도국 지원사업

개발도상국에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기여 및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 대비한 국제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개도국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기회를 확보함으로써

◦◦SK에너지
2007
5,715
1,123
6,838

(단위 : 천 tCO2)
2008
6,399
1,291
7,690

2009
7,197
1,430
8,627

◦◦SK종합화학
직접배출
간접배출
합계

2007
2,862
1,027
3,889

2009
2,353
1,012
3,366

◦◦SK루브리컨츠
구분
직접
간접
합계

2008
55
81
136

2010
6,886
1,538
8,424

2011
6,972
1,268
8,240

(단위 : 천 tCO2)

2008
2,559
951
3,511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는 2011년(단, SK루브리컨츠는 2012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
간접배출
합계

저탄소 경영

2010
2,370
965
3,335

2011
2,626
1,150
3,776

(단위 : 천 tCO2)

2009
51
82
133

2010
57
81
138

2011
63
87
150

※	SK루브리컨츠는 2011년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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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목표관리제 시행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GEMS) 구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사업을 발굴·투자하여 약 76만 톤의 조기감축실적을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구축한 IT 기반 사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SK에너지,

[GEMS 구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의 과징금 등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생산관리 시스템(OIS)

한편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경제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생산정보시스템(OIS, Operation Information System)과

비용 지출 가능성이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배출권 확보를 통해 향후

연동하여 일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GEMS,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배출권 판매로 인한 추가수익 확보 등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GHG &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저탄소 경영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GEMS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위로 관리되는 생산정보시스템으로부터 온실가스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가져와 자동으로

Yield 관리
(일일단위 관리)

마스터 관리

온실가스 관리

일일단위 배출량 관리
Yield 관리

Fuel Gas,
Fuel Oil Steam/
전기 자가소비/투입/
생산/이체/
입출하관리

온실가스
관리

월/연 단위
배출량 관리

명세서
관리

고정연료
: 기체연료, 액체연료
간접배출
: 전기, Steam(열)

전체이동연소
물류센터
: 고정연소,
간접배출

석유정제활동
(공정배출)

월/연
단위
배출량
관리
(w/Excel)

실적
자료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어 체계적인 배출량 산정과 관리가 가능하며, 일별 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온실가스
RTDB 수집 Process

효과적인 정부정책 대응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어 연간 감축목표 달성 가능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있어,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각 생산단위별로 탄소회계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0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ISO 14064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을

SK이노베이션은 GEMS 구축을 통해 생산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온실가스 정보를 쉽게

통해 이를 검증 받았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접속 용이성과 관리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전 구성원이 관련된 설비의

산정하고 정부 지정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저탄소 경영 실천의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있습니다. 또한 GEMS의 기본이 되는 생산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전사 회계관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기Data
배출량
실적 자료

RTDB

분단위 데이터

배출량 계산

각 지역 사업장

배출량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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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5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비용

Global Technology

◦◦박막태양전지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석유화학, 신소재 분야에서

차세대 CIGS 박막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2011년 미국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 박막태양전지 벤처 기업인 HelioVolt 社 지분투자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기술 고도화에

(단위: 천 원)

매진하고 있으며, 2014년 양산공장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86,032,856

2010년

107,256,019

Technology-driven Business 강화 및 Globalization 가속화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Technology-

153,831,000

driven Innovative Company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Global Technology는

2011년

연구개발비/매출액

2009년

0.24

2010년

0.24

2011년

0.23

기존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의 낮은 물질 활용 효율 및 다단계 가치사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Global Technology는 SK이노베이션 계열 4社의 R&D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단위: %)

석유화학

성장 영역 Technology Value Chain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이산화탄소 플라스틱(GreenPol™)

위해 기존의 에너지, 화학, 자원개발 관련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성장 영역인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GreenPol™은 원료의 40%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으로 무독성, 차단성, 투명성,

관련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녹색 성장을 위해 CO2 기반 소재와 태양광, 청정석탄,

생분해성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아 폴리에틸렌, PVC 등 플라스틱 범용 수지에

바이오 연료 등에 관해 연구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미래의 성장동력 및 친환경 사회의 구현을

견줄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Pilot Plant를 설치한 이후 상업화를 위한 양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탐색·발굴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R&D 활동을 위해 Global

기술과 용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는 2011년 약 3,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원·엔지니어 인원도 2011년 기준 1,000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전자소재

분야별 성장동력

◦◦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인 LiBS(Li-ion Battery Separator)의 상업화에 성공하였습니다. 2005년 청주공장에서 1호기를

SK이노베이션은 독자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튬이온 2차전지의
상업 가동한 이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왔고, 수입에 의존하던 LiBS의 국산화에

◦◦EV 및 ESS용 중대형 배터리

기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및 증평에 위치한 7개

에너지 효율과 출력 효율이 높은 중대형 배터리는 미래 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에 핵심

상업라인을 가동 중이며, Technology 및 Market Leadership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09년 독일 다임러그룹의 미쓰비시 후소社와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에 이어 2010년에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고속 전기차
배터리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슈퍼카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체결한

◦◦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독일 콘티넨탈社와의 JV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함으로써, 배터리 셀 분야의 강점을 지닌

SK이노베이션은 연성회로기판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성능 연성동박적층체(FCCL) 생산 신기술을 독자

SK이노베이션과 BMS 분야 및 자동차 부품 사업 노하우를 지닌 콘티넨탈社의 결합을 추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제품군을 다양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고객사의 인증을 획득하였고,

글로벌 리딩 배터리 업체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의 스마트

2011년 5월 양산공장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7월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그리드 시범사업 중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주도기업이자 스마트플레이스와 스마트리뉴어블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호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분야의 참여사로서 세계 최대의 최첨단 개방형 실증단지 구축에 참여하여 자체 개발한 ESS의
실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lobal Technology 내 기존 양산라인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충남 서산

◦◦TAC (Tri Acetyl Cellulose)

일반산업단지에 200MWh 규모의 배터리 자동화 양산라인을 가동해 본격적인 대규모 양산 체제를

SK이노베이션은 디스플레이용 편광판의 소재인 TAC필름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추진하고

갖춤으로써 글로벌 배터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2011년 충북 증평에 생산공장 건설을 완성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정 석탄에너지 (Green Coal)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혁신적으로 저감시키고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청정
석탄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 Pilot Plant를 건설하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6 _ We are SK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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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6
안정적 에너지 공급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안정적 생산관리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석유소비국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서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에는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석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됨에 따라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원유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공급하기 위해 CDU(상압정제시설) 가동률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8% 수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편 주요 화학제품인 PE(폴리에틸렌)와 PP(폴리프로필렌), PX(파라자일렌)의 가동률은 각각 99%,

3억 배럴 가량의 원유를 도입하는 SK에너지는 해외 에너지기업들과의 협력 및 산유국과의 유대 강화

100%,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등을 통해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석유 비축을 늘리는 한편 원유를 안정적이고

※	공장 가동률은 시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공장 가동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9년

73.0%

그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장기 도입 비율을 유지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 CDU 2010년

77.7%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도입원유 중 중동산 원유 비율은 2011년 실적기준으로 약 77%

2011년

78.4%

2009년

97%

2010년

92%

2011년

99%

2009년

98%

2010년

95%

2011년

100%

2009년

89%

2010년

100%

2011년

100%

수준이며, 최근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및 미 이란제재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하여 유럽지역 등 중동 외 지역의 원유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원유 도입량]					
2009년

290,703

2010년

313,871

2011년

313,663

(단위 : 천 배럴)

• PE

• PP

해외 자원개발 확대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고 에너지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석유개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 5.5억 배럴의 지분보유량을 확보했으며
일평균 생산량도 6만 5천 배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사업의 경우

2010년 생산을 개시한 베트남 수투덴 North East 필드, 예멘 LNG Train 2, 페루 LNG Plant가 안정적인

• PX

Operation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페루 생산광구 수익 및 매장량 증대를 위한 Plant 확장, 추가 탐사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사사업은 당사가 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탐사
시추 활동을 진행 중이며, 그 외 베트남, 호주, 적도기니 등에서도 석유를 발견하고자 다양한 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법인 매각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생산광구 매입 및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탐사 및 신규 광구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고 석유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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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7
조직문화혁신
조직문화혁신 도전·창의·긍정
도전
최선에 대한 상상,
상상의 현실화 열망
(기존에 대한 Challenge 필요)

창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
(직급과 관계없이
활발한 Discussion필요)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본사 하늘마당 체육대회 등 조직 간 친밀도를 높이고, 단위 조직 차원의
일체감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정·질서·위계를 강조하는 기존 문화는 석유 및 화학산업의 전략과 정합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전하고 있는 기술기반의 산업은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변화가 급격하여, 기존
문화만으로는 변화된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To-Be 전략의

주요 활동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하게 된 것이 조직활성화이며, 다양한 가치 가운데

◦◦SK이노베이션

도전·창의·긍정을 문화적 방향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Communication Day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특히 주니어 사원들과 CEO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V-Board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문화혁신을 방지하고 새로운 문화의 내재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SK이노베이션은 단계별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임원·팀장 워크숍 외에도, 하반기에는 SK이노베이션의 Cultural Identity와

접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단계로 ‘즐겁고 신나는 일터 만들기’를 위해 보고, 회의, 초과근무,

행동양식에 대해 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는 기업문화 워크숍을 별도로 기획하여, 50일에

휴가 문화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삼고 과거의 관행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즐겁고 신나는

걸쳐 총 11기수로 약 1,0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일터 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기반으로 도전·창의·긍정의

긍정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리더-팀원간
적극적 의기투합 필요)

문화혁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도전·창의·긍정의 문화혁신은 조직활성화의 2단계로서, 구성원의

◦◦SK에너지

Way of Thinking, Way of Behavior까지 개선하여 더 큰 행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하는 문화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생각의 여유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적 지원

핵심적인 일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이 Brain Engagement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역량 신장과 회사의 발전이 선순환되는 조직문화를

사무 환경 개선을 통해 높은 파티션을 과감히 내리고, 폐쇄적인 임원실을 투명 유리로 교체하거나
팀장의 자리를 팀원의 자리와 가깝게 옮겨 벽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구조로

◦◦SK종합화학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반차 휴가, Flexible Time제(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Work & Life

SK종합화학은 전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CEO와 구성원 간 간담회를 연중 상시 프로그램으로

Balance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며, ‘재미’와 ’의미’를 바탕으로 Communication Day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Outdoor

Mission 수행을 포함한 GC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하좌우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구성원이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HR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현장 직원이 채용

Bottom-up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는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J-Board(Junior Board)를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인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력사원채용에서도 인·적성

출범하였습니다.

검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보상에 있어서도 획일성·보편성보다는 다양성·유연성을 강조하여
꼭 필요한 인재는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목적 퇴직자 재입사 지원,

◦◦SK루브리컨츠

승진자격시험현실화, 이동관리제도개선(Job Market), 교육예산(IDP)의 획일적 배분을 개선하여 관리의

SK루브리컨츠는 주니어 구성원으로 구성된 문화혁신TF를 발족하여 Bottom-up Communication을

효율성과 내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관리의 효과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조하는 문화로 나아가고

강화하였고 Dream Office 구축, Creative Biz. Look 시행, 회의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있습니다.

CEO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 구성원 대상 소그룹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Happy Day를 통해
경영현황에 대한 공유 및 CEO 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문화혁신 활동
2011년에는 조직문화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진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문화혁신 활동을 더 나은 문화로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조직문화혁신 활동을 일회성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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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사내 게시판인 tong tong을 오픈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성원들의 솔직한 의견이 오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문화 숙달을 위해, 향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발하고 기업문화 워크숍 등의

하였으며, ‘Shall we talk’ 행사를 통해 조직활성화와 회사의 비전을 CEO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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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I 8
고객행복경영
CS 추진체계 및 활동

더블할인이 가능한 ‘엔크린 제휴 할인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의 부담을

SK이노베이션은 고객행복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중심 경영의 실천을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제휴신용카드 출시 등 고객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덜어드리고자 업계 최고 수준의 주유할인·적립은 물론 정유업계 최초로 ‘주유 시 즉시할인’이 가능한

고객만족을 위해 체계적인 CS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CS추진체계는 현장 CS 수준 점검, 현장 CS
개선 활동, 고객 의견(VOC) 수렴 등 3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품정량 고객 신뢰 구축 ‘품질보증 프로그램’
고유가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범람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현장 CS 수준 점검 체계

SK이노베이션은 對 고객 약속인 “품질보증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SK주유소에 대한 신뢰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주기적인 주유소 정품·정량 검사, 주유고객 차량 이상 시

◦◦고객 접점 모니터링 시스템 ‘ACE 프로그램’

先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가짜석유에 대한 철저한 근절을 위해 『가짜석유 고객신고·포상

SK이노베이션은 SK주유소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CE(Appearance Cleanliness

캠페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Evaluation) 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ACE 제도는 SK주유소의 고객만족 수준을 정기적으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체크하고, 그 결과를 현장의 영업조직과 주유소에 피드백 함으로써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법규준수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만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부터는 ACE 평가체계를

방송광고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소비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대폭 개선하여 전문 리서치사에서 모집한 패널들이 직접 주유를 하면서 고객 관점에서 CS 수준을

2011년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 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공

고객 의견(VOC) 수렴 체계

제품 Life-Cycle 상 제품 위해성 평가
및 결함 요인 제거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주유소별·항목별로 분석하여 해당 주유소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개선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SK주유소는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조사와 한국표준협회 주관 서비스품질지수(KS-SQI)조사에서 각각 주유소 부문

1위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SK에너지 고객행복센터’

제품안전 관련 법규 준수

SK주유소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고객 문의 및 고충의 신속한 해결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제품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현장 CS 개선 활동 체계

대한 고객 의견 수집을 위해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SK에너지 고객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및 협력사 교육

◦◦주유소 현장 CS 개선 ‘CS 119팀’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사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SK이노베이션은 현장 CS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주유소 CS 컨설팅 프로그램인 ‘CS 119팀’을

향후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VOC(Voice Of Customer)

운영하고 있습니다. CS 전문가가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맞춤식 현장 교육 및

피드백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집되는 고객의 소리를 신속하게 피드백 하고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주유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현장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크게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은 고객담당 조직과 연계되어 빠르고 정확한 고객서비스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CS 119팀에 대한 주유소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아, 앞으로 CS 119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집된 VOC는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서로 작성되어 해당 조직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CS 마인드 강화 ‘구성원 CS 캠페인’

고객 책임 활동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CS 마인드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주유소 현장근무 프로그램을

총 50여 명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전화 및 온라인을 이용해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고객님의 미소가 SK의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친절 캠페인'을

◦◦고객정보 보호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기분까지 Up되는 깨끗하고 친절한 SK주유소’라는 슬로건으로 '청결 캠페인'을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고객 정보 취급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객 정보 취급자가 고객 정보 보호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은 SK주유소에서 다양한 고객만족활동을 실헌함은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및 협력사의 고객정보

물론, 주유 고객들의 요구사항까지 직접 들어봄으로써 실제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보관을 위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기 제품안전감사 실시

고객정보보호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암호화와 강화된 보안 정책이

◦◦멤버십 및 제휴 서비스 혜택 확대

적용되는 별도의 업무공간인 SOC(Security Operation Center)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적·물리적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멤버십 서비스 ‘엔크린보너스카드’를 개편하여, SK주유소나 충전소

보안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고객정보유출 위험성을

이용실적이 전월 1회 이상이면 생활 관련 제휴가맹점에서 OK캐쉬백 포인트 추가적립 또는 포인트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개인정보보안체계의 관리 강화,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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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노베이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따뜻한 관심과 실천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공감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행복에너지를 전파하는 회사,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힘찬 발걸음,
그곳에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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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경제DMA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SK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재무성과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독자경영체계 정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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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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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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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라는 가시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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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전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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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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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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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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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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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별 매출 실적]

(단위: 억 원)

품목

제5기 (2011년)

제4기 (2010년)

수출

235,495

155,877

내수

271,953

152,475

해외법인

372,054

334,739

합계

879,502

643,091

수출

112,691

100,673

내수

69,235

30,558

해외법인

43,427

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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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225,353

156,650

•브라질 현지 법인 보유의 24억 달러 규모 석유광구 성공적인 매각

수출

20,304

15,666

내수

6,427

4,368

해외법인

21,893

16,465

합계

48,624

36,499

수출

12,523

9,209

내수

3,290

1,389

0

64

15,813

10,662

연결조정

-485,580

-309,677

합계

683,712

537,225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주요 이슈

사업 구분

석유 사업

신기술 • 신사업 • 재무적성과 • 독자경영체제 정착

주요 성과

화학 사업

•정보전자소재인 연성동박적층체(FCCL) 생산 신기술 개발 및 상업화 성공
•매출액 전년 대비 27.3% 상승, 영업이익 전년 대비 50.3% 급증

윤활유 사업

•재무성과 (단위: 십억 원, %)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요지표
*주

홈페이지 2011년 경영실적발표 자료 참고
(연결기준)

재무성과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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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총자산

29,405

35,027

매출액

53,722

68,371

당기순이익

1,149

3,175

154.56%

136.16%

구분

부채비율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해외법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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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요약 재무제표
2010년

[매출현황]

[요약포괄손익계산서]

2011년
40.38%

내수 비중
수출 비중

30.44%

59.62%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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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75

(3,178)

3,342,118

1,146,003

과목

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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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이익

환위험에 대해 VaR(Value at Risk)를 활용하여 적정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관리를 위해 경영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요약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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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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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570

468,570

468,570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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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배당금 현황]
※	2 009 년은 한국기업회계기준( K - GAAP )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	2 010 , 2011 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구분

2010

2011

자본잉여금

5,885,505

5,878,164

5,917,961

8,202,693

5,265,931

4,293,926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이익잉여금

주당순이익(원)

7,311

9,480

18,278

기타자본항목

20,507

(161,184)

(232,737)

주당 배당금 보통주(원)

2,100

2,100

2,800

주당 배당금 우선주(원)

2,150

2,150

2,850

소수주주지분

254,335

100,286

127,109

195,289

195,767

261,001

14,831,610

11,551,767

10,574,829

현금배당금총액(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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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영계획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석유사업

윤활유사업

2012년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석유사업은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저장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등 각 자회사의 독자경영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쟁력을

다양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윤활유사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완제품 해외 플랫폼을 구축·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기존의 석유사업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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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총 4만 대의 전기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하고,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기존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유통네트워크 확장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해외 B2B시장 확보에도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등에서 고정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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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석유개발사업과 배터리사업 및 정보전자소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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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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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Trading 사업의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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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하며, 각 사업 간 상호 시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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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전체 사업

성장사업 확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리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2012년에는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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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Laminate)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사업 개발에 최선의

석유개발사업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세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의

석유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SK do Brasil)을
덴마크 머스크 오일社에 24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바탕으로 다양한 IT Application용 분리막 및 전기자동차 전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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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인 제품기술 개발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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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을 통하여 Global Top LiBS 생산업체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석유개발사업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

TAC필름의 경우 Pilot Plant의 자체 설계 및 운영을 통해 TAC필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생산광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업생산 기술의 Platform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에는 충북 양산

새로운 광구를 추가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확대하고,

1호기에서 상업생산을 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품인증을 거쳐

예멘 LNG사업과 페루 LNG사업에서의 안정적인 LNG 생산 및 판매를

본격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유의 연속경화기술을 적용한

핵심부품인 Separator를 독자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내열 분리막을 개발하여 생산 중입니다. 2012년에도 현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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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L(연성동박적층체) 양산 공정을 개발·건설하였으며, 2011년

중심으로 석유개발 Global Talent를 확보·양성하여 콜롬비아와

7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Display 등 연관분야

화학사업

페루에서의 성공적 Operation을 지원하고, M&A/생산자산 매입을

확장을 통해 회로소재분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화학사업은 올레핀, 아로마틱, 용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통해 확보할 Operation 자산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사업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내수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향후 SK 이노베이션은 미래 에너지산업 주도라는 비전에 따라

중국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 동남아·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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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Global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배터리사업

이를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GreenPol), 청정 석탄 에너지(Green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울산 Complex에 일본 JX에너지와 연산 100만톤 규모의 PX 공장 JV를

배터리사업은 독일 다임러 그룹의 미쓰비시 후소,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자동차 그룹 등 주요 자동차 회사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설립하는 등 성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배터리 시스템 기술 및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뒷바침하는 본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자체 개발 기술인 Nexlene 상업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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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DMA

구성원 행복 추구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다양성 존중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행복경영으로 이어지고

SK이노베이션은 전 구성원에 대해 성, 나이, 지역 등에 기인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채용에 따른 근로 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있습니다.

[성별 인원]

(단위: 명)

남
여

5,039

공정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내 성비 균형을

2008년

484

고려하고, 여성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직원 범주일 경우 남녀간 기본급을

비전 및 전략 방향

4,884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회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비전으로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귀가 이루어질

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충족하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실현하는 ‘행복경영’을 추구함으로써

2009년

4,945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 2.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2010년

노력 외에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 나이, 지역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7

512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차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5,322

있습니다.

2011년 주요 이슈

2011년

588

인권 존중
조직문화 • 구성원 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지역사회 발전 • 고객 만족 경영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권 존중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가입 인원

2,566명

노동조합 결성 및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원

5명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 현황은 수시로

소속된
연합단체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 연맹

SK이노베이션은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노동 관련법에 따라 모든 노동조합원들의

주요 성과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조사 4년 연속 주유소 부문 1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인사 및 상벌 관련 결과 등을 노동조합에 신속하게

•고객서비스 컨설팅 CS119팀 정착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사 SHE 본부 신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구성원의 소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소통 프로그램 tong tong 오픈
•인천사업장 앞 ‘SK행복날개공원’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공간 마련 및 도시경관 개선

* 재해율
2011년 기준 노동부 평균 재해율
전체산업: 0.65, 제조업: 0.97

구분

2009

2010

2011

재해율(%)*

0.30

0.23

0.08

사회공헌활동비(억 원)

371

315

478

SK이노베이션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자율의지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적절한 보상 및 승진제도에 따라 업무성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 대표 3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대표 3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원의 근로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개별적인 고충에 대해 서면, 구두, 유선,

e-mail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정보 보안
SK이노베이션은 사내 보안 관련업무를 전문보안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에 배치된
보안담당자 203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책무와 함께 인권 존중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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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인력 현황]

본사

2008년

(계 5,523)

2009년

(계 5,391)

2010년

(계 5,457)

2011년

(계 5,910)

울산사업장

(2011년 말 기준/단위: 명)
※	본사는 해외 및 기타 지방사업장을
포함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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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안전ㆍ보건 증진

인천사업장

SK이노베이션은 Safety first를 목표로 안전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성원들의 안전과

기술원

보건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HE (Safety·Health·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운영, 안전보건 필수준수사항 정립, 위험예지활동, 안전보건 내실화,
1,769•2,929•504•321

1,706•2,774•502•379

1,755•2,675•474•553

1,903•2,806•462•739

안전보건 Visual Program 등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 방침과 사내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층 및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인력 비중]

인력 수

2008년

인력 비중

(단위: 명, %)

2009년

98.4%
5,435

2010년

98.4%
5,276

2011년

98.6%
5,382

98.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5,830

SK이노베이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각종 제한과 조치 등은 단체협약 제5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별 퇴직 인원]

본사

2008년

(계 319)

2009년

(계 161)

2010년

(계 115)

2011년

(계 167)

(단위: 명)
※ 2008년은 SK M&C 등 관계사
전출로 퇴직인원이 증가

구성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3년 2월 노사 합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울산사업장
인천사업장
기술원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시스템 운영
SK이노베이션은 공정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PSM제도를 생산현장에 도입, PSM 12개 요소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89•16•0•14

105•34•7•15

72•25•8•10

86•41•16•24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PSM대상 공장은 SK에너지 6개 공장,

SK종합화학 3개 공장, SK루브리컨츠 1개 공장이 있으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10개 공장 중 6개

[성별 퇴직 인원]

남

2008년

여

(계 319)

239

(단위: 명)

2009년

(계 161)

2010년

132
80

(계 115)

2011년

89
29

(계 167)

재평가를 통해 전 공장이 P등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28
26

공장이 최고 등급인 P등급을, 4개 공장이 그 다음 등급인 S등급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PSM등급

39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직원 구성 현황]

30세 미만

연령별

소수계층(장애인)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0 - 50세

(단위: 명)

협력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50세 초과

2008년

2009년

526•4,602•395

495•4,290•576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예방 교육
SK이노베이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정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직급별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사업장 시설을 보수·설치하는 협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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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6

2010년

2011년

300•4,662•948

74

543•4,491•424

2009년

2011년

74

2010년

2008년

구성원들까지 동일한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에서 평가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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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전교육 실적]
구분

(Cyber교육)

대상인원(명)

실시횟수(회)

교육시간(hr)

459

38

21,440

기술직/사무직

2,469

84

55,044

소계

2,928

122

76,484

44

6

856

1,037

21

16,780

139

8

1,112

기타 안전교육

1,035

5

1,140

소계

2,255

40

19,888

교육 대상

신규채용

종업원
안전보건교육

Special Issue

Our Performance

Appendix

구성원 역량 강화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Sustainability Management

현장 종업원 집체
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제적인 안목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SUPEX 리더를 육성하고

SK이노베이션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4가지 역량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인재상
SK이노베이션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신뢰를 기반으로 도전·혁신을 실천하는 Global Expert입니다.
▒ SK Values
전 구성원이 SKMS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철학과 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자부심을
높이며 사람·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SK인이 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증진 활동

▒ Leadership

SK이노베이션은 정기적인 건강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직위, 직책에 맞는 Biz Perspective 함양, 전략적 사고, 조직문화 변화 선도 등 SUPEX 리더로서의 역할

대부분의 생산인력이 근무하는 울산사업장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총 6명의 전문 의료 인력으로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임 및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산업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체력측정·운동처방실, 건강교육실
등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울산사업장에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유해 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직무 역량
사업의 필요 역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성과 창출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조직별로 자율·
자발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Resource Plan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집중 연수(직무 전문가 육성)

◦◦안전경영활동 성과측정
* Plant Availability

공정 정기보수 일수를 제외한 공정가동 일수

SK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안전경영 시스템 운영과 활동을 통해 2011년 기준 Plant Availability*는

매년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직무 관련 분야의 석·박사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회사의 파견

SK에너지의 경우 울산사업장 98.95%, 인천사업장 99.87%를 각각 기록하였고, SK종합화학 99.53%,

근무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 100%를 달성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11년 한해 동안 공정운전 중 총
5건(5명)의 인체상해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 파견 및 단기 연수
매년 개인별 역량 개발 계획(IDP)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개인 역량 개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재해율]		
** 본사
SK이노베이션 계열 본사 및 해외/기타 사업장
근무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 고용노동부 재해율

2012년 4월 12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
(2011년 기준)
※ 2011년말 구성원 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체육대회 등 업무 외 재해는 제외

(단위: %)

2009

2010

2011

본사**

0.23

0.00

0.00

기술원

0.53

0.00

0.27

울산

0.33

0.29

0.13

고용노동부 평균
재해율***

인천

0.40

0.21

0.00

- 전체산업: 0.65

SK종합화학

울산

-

-

0.00

SK루브리컨츠

울산

-

1.00

0.79

구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비고

▒ Globality

Global Business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Gobal Business 거점 국가를 기반으로 지역 전문가 확보 및
Global Perspective를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 육성

- 제조업: 0.97

최대 1년 동안 해외 파견을 통해 해당 지역의 언어, 사회, 문화, 지역경제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Global Intelligence를 확보하는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
개인별 맞춤 특화 과정(CIP, Customized Intensive Program), 일대일 Biz. 영어 과정, 전화/화상/
집합 과정 등 Global Business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 형태를 통해
글로벌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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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SK이노베이션 계열은 동종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제도를

◦◦기타 교육 지원
[연간 인당 교육 시간]

구분
온라인 교육

주요 내용
개인의 수준 및 Needs에 맞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SK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포함, 약 500여 개의 다양한 사내외 온라인 과정을 운영
매년 대학, 컨설팅업체 등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경영학 전반을

산학협동 과정

40시간

35시간

54시간

55시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타

※	전사 교육을 주관하는 팀에서 관리하는 교육
시간 기준

학습하는 SK MBA 과정을 운영 중이며, 대학과 연계한 Energy
Management 과정 등 산학협동 과정을 개설·운영
학업 목적 퇴직 시 지원제도, 심기신 수련 과정,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등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도 운영

공정한 구성원 평가 및 보상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실적 및 계획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CP
내실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 부당 경쟁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CP 7대 요소

운영 현황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공정거래준수선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채택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지속경영본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변경 및 공시 (2012년 2월)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공정거래준수 가이드라인 발간

SK이노베이션은 공정한 구성원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구성원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
구성원을 위한 행복경영의 첫 단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공정거래 임직원 세미나 개최
자율준수교육
•공정거래전문가 교육, 사업별 특화교육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및 자율준수관리규정 운영

◦◦평가제도

내부감독체계

평가제도는 SK Values, 역량, 업적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자율준수 담당조직 운영
•공정거래 점검 실시

업무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승진, 이동, 교육훈련 및 보상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및 팀장급, 연봉제 사원, 고과제 사원 등 직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구성원제재시스템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 운영

절차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시스템

•자율준수 활동 관련 제반 문서의 체계적 관리

◦◦보상제도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업적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연봉제 및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EVA(Economic Value Added)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전사단위 재원을 산정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진제도

공공정책 참여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업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관리제도를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에너지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승진제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업무 수행과 구성원 자신의

일환으로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이와 같은 단체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회사의 의견과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 및 제도 수립사항 등에 대한 논의에 협력하고

◦◦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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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고통 분담 및 관련 사업

구성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2008년 1,000억 원의 공동 특별기금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저탄소·녹색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공사상으로 인한 사망 또는

에너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년에는 동 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불구폐질로 퇴직하는 경우, 생계 지원 차원에서 공로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회사에

‘에너지절약·효율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및 에너지 복지사업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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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를 통한 행복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행복추구를 통한 기업 가치

◦◦구성원 봉사활동 장려 정책

제고’라는 사회공헌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분야인 빈곤, 교육, 환경분야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봉사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명확한 주요 추진 과제 설정 및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Released-tim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봉사활동 실적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봉사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봉사관련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여 구성원 간 의견을 교류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팀 코디네이터 부수직
발령, 코디네이터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봉사 Champion 시상 정례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을

주요 추진 과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 봉사팀이 구성되고 각 봉사팀마다 다양한

하나, 사회적 욕구와 사업 특성이 조화를 이룬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둘,

Green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글로벌 무대에서 실행

셋,

구성원 행복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실행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구성원 자녀들에게 방학을 이용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외이웃을 돌아 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SK이노베이션은 비영리단체 및 정부부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의 봉사활동 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천사단
SK이노베이션 전사 자원봉사조직인 ‘SK이노베이션 천사단’은 2004년 7월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전사,
전국 단위로 참여 범위가 넓어졌으며,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빈곤(사회복지) 분야
◦◦사회적 기업 ‘행복한 농원’ 설립
SK이노베이션은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미

션

지역사회 행복 추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아가야, 메자닌 아이팩, 메자닌 에코원, 고마운 손 등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회사의 R&C 활용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
농원’을 직접 설립하고, 지자체와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원’은

주요 분야

빈곤, 교육, 환경

추진 과제

Biz.&Social Mix, Green&Global, Fun Volunteer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초화류 재배 및 판매, 조경 관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치&연탄 나눔
매년 10월 ‘행복 나눔의 계절’을 선포하여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행복 나눔의 계절’은 최고경영층부터 일반 사원에 이르는 전 구성원이 전 사업장에서
본사

17개팀 • 1,410명 • 서울/경기

울산사업장

23개팀 • 2,813명 • 울산/경남

인천사업장

7개팀 • 462명 • 인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전화 : 02-2121-5114 팩스:02-2121-7001

기술원

물류

5개팀 • 742명 • 대전/충청

11개팀 • 286명 • 전국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전국 약 4,000여 가구에 100만여 장의 연탄을 지원하였고, 전국자원봉사중앙회와
함께 375개 시설, 13,700가구에 약 7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저소득 청소년 여름바다 캠프, 노인문화 축제, 장애인 등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친밀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부터

12년 간 울산사업장과 인천사업장을 비롯한 전국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 매년 1,000여 명의 결식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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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확산

◦◦SK행복날개공원 조성

지난 2007년부터 ‘1인 1후원 계좌’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매년 약 2,000명의 구성원이 소액기부에

SK이노베이션은 SK행복날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인천사업장 정문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30여 명의 SK이노베이션

앞 유휴부지 약 130평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제공하였으며, 특히 태양광 조명 설치 등을

임원들이 저개발국 대학생들의 학비 후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용한 친환경 녹색공원을 조성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

◦◦초등학생 대상 에너지 환경 교육 프로그램

달리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전국 시각장애인 초·중 ·고등학생

서울, 대전 지역 초등학교 2, 4학년 510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354명이 참여하였으며, 66명의 수상자들에게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야구경기 관람

하였습니다. 단순한 환경 관련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와 환경의 연관성을 습득하고

등의 체험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Appendix

올해로 19회를 맞은 ‘SK이노베이션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는 그동안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엔터테인먼트(게임, 만들기 등)를 통한 실천 체험형 통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환경부에서 수여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해외 사회공헌 프로그램

◦◦축구 꿈나무 교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페루를 시작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FC와 연계하여 제주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축구 꿈나무

2011년에는 베트남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시행 국가를 점차 확대할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2006년부터 연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에는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의 일환으로 고양시 다문화 가족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아동 약 60여
명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 행사 및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및 화학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BSR 정유공장 인근 빈손(Binh Son)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와의 연계활동

지역의 중학교 교실 책걸상 및 창문 교체, 전기공사, 학교 벽 페인팅, 화단정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사업장은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인천지역 사회복지 인력의 요람인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와

이번 베트남 사회공헌 활동에는 BSR정유공장에서 일하는 SK구성원 10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 공헌분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인적, 물적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루
2007년부터 페루 내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이 밖에도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퀴즈, 1사 1교 운동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페루 서부 이까 주에 2011년까지 50여 개의 학교를 재건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간(2007년~2011년)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인 훈련과 의료 기자재 공급, 지역 교사 연수

환경 분야

프로그램,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운영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 및 환경정화 활동
SK이노베이션이 10년 간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한 울산대공원은 울산사업장의 각종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메세나 행사가 펼쳐지는 지역 사회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에도 장미축제
개최를 통해 37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였으며, 청소년 공작놀이 프로그램 등의
상설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사업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월 1회씩 인근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1사 1하천 및 ‘1사 1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촌천 및 원적산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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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SK에너지 사회공헌활동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지역아동센터 교사파견
보육사업(아가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포함)

메자닌 아이팩 지원
메자닌 에코원 지원
고마운 손 지원
행복한 농원 설립 및 운영

빈곤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누기

지역사회

사랑의 학교(결식아동지원 포함)

구성원 기부

교육

환경

해외

김장 나누기

1인1후원계좌
저개발국 대학생 후원

초등학생 에너지·환경 교육
소외 아동 체육활동 지원
울산대공원 조성 및 운영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
페루 교육·의료·환경 사업
베트남 교육 사업

[봉사활동 가입자수 (명)]
2008년

4,492

2009년

4,966

2010년

5,223

2011년

5,713

[봉사활동 시간 (hr)]
2008년

55,500

2009년

64,453

2010년

56,787

2011년

5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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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erformance
환경성과

환경DMA

환경경영

SK이노베이션은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체제(EMS)

환경영향을 줄이는 공정의 혁신은 물론,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지속적인

SK이노베이션 계열 생산 자회사는 환경경영체제(EMS)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도전은 녹색의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기업으로의 진화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각 사는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14001에 대한 인증을 받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체제(EMS)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K에너지 울산, 인천 각 사업장은

비전 및 전략방향

1996년 첫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사후관리심사와 3년 주기의 재인증 심사를 받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사업장은 분사 후 ISO 14001 인증을 새롭게

SK이노베이션은 ‘우리는 친환경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에 기여한다’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은 매년 법규 준수평가 및 자체적인 정기 내부 심사 실시를

그룹의 환경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체 개발한 SHE(Safety·

통해 환경경영체계(EMS)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ealth·Environment) 경영시스템을 통해 공정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새롭게

환경경영체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환경경영의 개선·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성된 전사 SHE 본부의 지원 아래 보다 선도적 안전·보건·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법규 준수 및 민원 대응
SK이노베이션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유해오염물질 및 각종 폐기물에 대해

2011년 주요 이슈

법적 기준 이상의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5년 간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는 환경관련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울산사업장 내 중질유 고도화 처리공장의 최종 방지시설인 습식세정시설에서 발생한 응축수로

환경경영체계 개선, 발전 • 저탄소 배출 • 친환경 제품 개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민원인 및 관련 관청 소명을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장 주변 환경 보전

주요 성과

SK이노베이션은 각 사업장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장 신설, 증설, 변경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전사 SHE 본부 설립을 통한 환경경영 강화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부재료 구매활동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시스템(GEMS) 구축

환경영향평가는 신규 도입 시 수행하며 공정 변경과 작업방법 변경 시에는 수시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외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project) 인정

않지만,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공장 및 인근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당사의
2009

2010

2011

생산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물 다양성가치가 높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투자비용

966

430

375

있습니다.

직접 온실가스

9,601

9,313

9,661

간접 온실가스

2,524

2,584

2,505

Total

12,125

11,897

12,166

구분

본문내용 참고

** 저탄소배출

울산 및 인천 사업장에 속하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유업종 특성상 6개 온실가스(CO2, CH4,
N 2O , HFC , PFC , SF 6)를 CO 2 값으로
환산하여 산정

환경투자*(억 원)
저탄소배출**
(온실가스배출량
(천 tCO2)

환경 투자
SK이노베이션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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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66

2010년

430

2011년

375

(단위: 억 원)

※	환경관련 지출비용 중, 신규공정 투자성격의
비용은 제외한 수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사업지구 주변 지역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동물서식지로는 적합하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

* 환경투자

[연도별 환경투자 비용]

[2011년도 사업장 환경투자 비용]
투자항목

금액
(백만 원)

투자항목

금액
(백만 원)

대기

20,544

유독물

VOC/악취

1,250

토양

370
248

수질

4,292

조경

3,302

소음

20

에너지절감

7,150

폐기물

40

안전

300
37,516

총계
※ SK이노베이션 계열 4社 합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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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에너지 및 자원 사용 절감

◦◦사외 에너지 절감 활동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와 자원사용 절감이 환경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인근 ‘애경유화’로부터 폐열 스팀을 도입한 데 이어

있음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자원사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울산 효성공장과 태광산업에 스팀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에너지·자원사용 절감 사례를 개발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등 각 공정의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SK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스팀을 자사 및 타사에 판매하는 ‘스팀 하이웨이(Steam Highway)’

위해 다양한 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효율 개선, 에너지 공급계통의 손실 최소화, 동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매스

설비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주요 에너지원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의 활용을 위해 울산 성암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장 발생가스(CO2, CH4)를 연료화하여

◦◦2011년 주요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성과

일 평균 약 12,000N㎥ 수준입니다. 인천사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신사업추진팀과

SK이노베이션의 생산활동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사업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공정

더불어 주변업체의 스팀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사외 에너지 절감

운영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연료유종

활동은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애경유화 스팀 도입사업’과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의 여유설비를 활용하여 인근업체에 값싸고 안정적인 스팀을 공급하는 집단

금호석유화학과 울산시 쓰레기 소각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성암매립장에서의 가스발생량은

별 단가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Fuel계통 최적운영

‘성암 매립장 LFG(Landfill Gas) 사업’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인정받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위공정의 주(主)연료를 0.3% B-C에서 LNG로 변환함으로써

지경부로부터 각 6,481tCO2와 179,262tCO2를 온실가스 감축실적(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연료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12년에는 동력공장 보일러 2기를

Reduction project)으로 인정받았습니다.

LNG 전소보일러로 개조함으로써 B-C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LNG사용 비율을 최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각 단위공정의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현장 및 기술조직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한 에너지 판매량*(스팀) (울산사업장)]
2009년

-432,915

강화에 따른 NOx 배출 기준 하향 조정(250 →150ppm)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보일러 및 공정 히터에

2010년

-542,041

탈질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39,354

공정개선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울산사업장은 환경 규제

◦◦에너지 사용 관리 고도화
OIS(Operation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시간 에너지사용 모니터링을 위하여

낙동강 원동취수장 (울산사업장)

2009년

2,851,266

사업장에서는 지난 2008년 VOIS(Visualized Operation Intelligence System)를 신규 구축하고

2010년

37,929,296

2010년

2,697,303

2011년

35,301,920

2011년

2,776,276

[원유 처리량]
울산사업장

[에너지 사용량(연료·전기)]
구분
사용량

2009

2010

2011

※	S K 이노베이션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취수로
인해 공급원에 미치는 영향 없음

한강수계 (인천사업장)

37,510,806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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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2009년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사용 관리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	SK에너지 울산·인천 사업장, SK종합화학 및
SK루브리컨츠 울산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합계

2009년 이후 사외 도입 물량이 사외 판매 물량
을 초과

PMS(Process Monitoring System) 등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시스템 내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에너지 사용 현황 및 공정 주요 관리 사항에

※	Bunker-C, Fuel Gas(공정부생가스)를 주
연료원으로 사용

* 에너지 판매량

[용수 공급원 및 도입량]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높은 데이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생산관리 프로그램인

(단위: 톤)

(단위: 천 배럴)

인천사업장

2009년

254,824

2009년

42,199

연료(TOE)

전기(MWh)

연료(TOE)

전기(MWh)

연료(TOE)

전기(MWh)

2010년

277,407

2010년

39,158

2,943,415

2,880,967

3,027,084

3,059,886

3,159,500

3,075,020

2011년

283,482

2011년

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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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 및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SK이노베이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자체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리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수질오염물질 저감 활동으로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농도를 관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TMS(Tele-

배출허용 기준 대비 10~4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원격 감시체계 관제시스템

Metering System)를 통해 24시간 상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순찰

및 고효율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인 MBR(Membrane Bio Reactor)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및 점검 활동을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물질이 포함된 물(Sour Water)은 재처리후 염분제거용

저황유로의 연료사용, 배연탈질설비, 배연탈황설비, Ultra Low NOx 버너설치 등을 통하여 황산화물,

물(Desalter Feed Water)로 재사용하여 폐수 발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용수 사용량도 절감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있으며, 폐수처리 완료된 물 중 일부는 소방용수 및 조경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배출시설에 대해 NOx 배출저감 시설인 SNCR(Selective Non-Catalytic

개발, 설치한 WAO(Wet Air Oxidation: 습식산화공정시설)를 활용해 폐가소성소다 폐수를 처리하고

Reduction) 및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ULNB(Ultra Low NOx Burner)을 가동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류수의 생태독성 관리를 위해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내 환경운영시설, 제품출하시설, 제품저장시설, 공정지역에 축열식 소각로, Bio

폐수의 분리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ilter,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회수시설 등 VOC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VOC 및
악취 배출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공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폐수 처리 현황]

규정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 설비에

구분

사용되고 있는 할론은 신규 설비와 변경 설비를 중심으로 대체 소화약제로 교체하고 있고,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자 사내 안전규정을 개정하여 할론 소화설비에 대한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SK에너지

할론이 소화약제로 충전된 일부 소화설비에 대하여 추가 도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	배출허용 기준은 SOx, NOx는 가열로, Dust는
보일러 기준이며 평균 배출농도의 경우
울산사업장 전체 공정의 평균 배출 농도
※	2009년, 2010년 SK종합화학 평균배출농도는
분사 전 SK에너지 평균배출농도에 포함

오염물질

SOx
(ppm)
NOx
(ppm)

Dust
(mg/m2)

사업장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에너지
SK종합화학

법적기준

자체기준

울산
인천
울산
울산
인천
울산
울산
인천

180
180
180
200
250
150
50
50

170
160
160
180
235
130
40
35

울산

30

20

오염물질

2010
35.3
66

83.2

76.9

103

103

10.5
5.1

6.3
7.5

2011
30.9
43.0
40.1
74
84.3
110.0
5
4.6

-

-

5.8

SOx

SK에너지
SK종합화학

NOx

SK에너지
SK종합화학

Dust

SK에너지
SK종합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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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울산
인천
울산
울산
인천
울산
울산
인천
울산

2010

5,207
539

4,962
579

-

-

8,256
926

7,682
970

-

-

526
27

316
28

-

생물학적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인천CLX 폐수처리장

생물학적+고도처리

가좌하수종말처리장

PE/PP 폐수처리장

물리화학적

EPDM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울산

용연하수종말처리장

[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오염물질

COD
SK종합화학

-

2011
3,439
684
498
5,895
950
1,408
191
21
43

SK에너지
SS
SK종합화학

SK에너지
Oil
SK종합화학

(단위: ppm)

법적기준

사업장

SK에너지

(단위: 톤)

배출량

사업장

배출지
공공수역(동해)

평균배출농도

2009
37.8
6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2009~2010년은 분사 전 SK에너지 배출량에
모두 포함

처리방법
생물학적+고도처리

No.2 FCC 폐수처리장

인천

SK종합화학

폐수처리시설
울산CLX 폐수처리장

자체기준

평균배출농도

[폐수배출량]

(단위: 천 톤)

SK에너지 울산

2009년

2010년

2011년

울산CLX

40

20

9.1

8.12

11.5

No.2FCC

90

70

12.37

12.26

23.3

인천CLX

90

40

14.5

18.5

17.6

PE/PP

90

70

-

-

10.6

EPDM

90

70

-

-

29.4

울산CLX

10

8

3.05

2.02

2.9

No.2FCC

80

60

16.06

21.59

35.9

인천CLX

80

30

8.3

8.2

10.9

PE/PP

80

60

-

-

10.9

EPDM

80

60

-

-

15.0

울산CLX

5

1

0.49

0.41

0.4

No.2FCC

5

3.7

0.72

1.08

2.2

인천CLX

5

3

-

0.67

0.51

PE/PP

5

3.7

-

-

0.4

EPDM

5

3.7

-

-

0.4

SK에너지 인천
SK종합화학 울산

2009년

12,225
1,469

2010년

13,333
1,525

2011년

12,819
1,767
1,273

※	SK에너지 No.2FCC 폐수처리장은 2008년
6월에 신설
※	2009~2010년 SK종합화학 PE/PP, EPDM의
배출농도는 분사 전 SK에너지 배출량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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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SK이노베이션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재활용 비율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시스템 구축, 정보 제공, 교육 및 사업장 점검활동

사전 분리수거를 진행하며, 구성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여 폐기물이

등을 통해 고객과 구성원 모두가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최초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폐기물이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또한 폐기물 발생 부서와 처리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울산사업장의 경우 2009년 자발적 협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자발적 관리를

있으며, SK에너지 인천사업장은 2011년 중간평가 결과 기준년도 대비 92%를 저감하여 목표를 초과

유도하고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거, 배출된 폐기물 대부분은

달성하였습니다.

Appendix

수탁 능력이 검증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되거나 매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신규공장 건설(제3윤활기유공장)을 위한 부지정리 작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로
일반페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바젤협약 부속서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2011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배출량]
※	2009~2010년은 분사 전 SK에너지 배출량에
모두 포함

일반폐기물

SK에너지

803

2010년

2012년

2011년 중간평가 결과 92%

(인천)

(2006년 배출량)

30%

50%

저감, 목표 초과달성

저감목표

저감실적

협약체결 시기

※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울산
사업장은 2009년 자발적 협약기간 종료

2006년

2009

2010

2011

SK이노베이션은 국제표준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울산

34,794

27,895

27,718

세계조화시스템)를 기준으로 SK e-MSDS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인천

3,164

2,839

3,341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되는 정보는 화학물질별 제조회사, 위험유해성, 응급처치요소

SK종합화학

울산

-

-

3,291

SK루브리컨츠

13

166

84

등 총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MSDS에 대한 구성원 대상의 정기 교육과 함께 신규 채용 및

울산

SK에너지

울산

55,247

48,699

71,290

인천

1,979

1,901

4,012

SK종합화학

울산

-

-

9,992

SK루브리컨츠

울산

1

13

3,518

총 폐기물

95,198

81,513

123,246

폐기물 재활용율 (%)

54.4

63.8

69.5

[폐기물 처리 방법별 배출량]
※ SK이노베이션 계열 4社 포함

기준치(Kg/년)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배출량 및 비율

사업장

SK에너지
지정폐기물

구분

(단위: 톤)

종류

※	SK루브리컨츠는 2009년 기 분사됨에 따라,
2010년 배출량 추가 포함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추진현황 및 실적]

구분

자가처리량(매립)

2009

(단위: 톤)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교육과 작업 전환 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MSDS 정보는 제품별로 홈페이지(석유제품: www.e-SK.com, 화학제품:

www.SKchem.com 윤활유제품: www.SKzic.com, 기유제품: www.yubase.com)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제품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 관리
SK이노베이션은 토양관리 업무절차를 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전 사업장의 토양 및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 임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구성원 교육을 통해

위탁처리량

재활용률

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곧바로 정화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소각/매립

3,845

51,813

39,540

54.4%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2010

0.5

48,988

27,785

63.8%

3년마다 토양오염도를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및 방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

62.4

85,641

37,543

69.5%

격년마다 법정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되었고, 신설된 고도화시설 내 3개 지점에 대해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 지점이 모두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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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및 최소화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 폐유의 경우 재생연료공장으로 보내 재생연료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속성분이

또한 정부에서 발주한 토양·지하수오염 정화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Geo-Advanced Innovative

함유된 폐기물의 경우 금속성분만 추출, 자원화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Action Project)에 참여하여 난분해성 오염 지하수 정화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참여중인

폐가성소다는 자체 기술로 개발, 설치한 WAO(Wet Air Oxidation, 습식산화공정시설)를 활용해

연구단(SEEDS)은 지난 3년 간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크게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발된 기술의 시스템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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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	토 양오염도검사는 법률에 의거 2 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SK종합화학은 2011년 검사
실적 없음

*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 총 탄화수소

** BTEX(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

*** TCE(Tri-Chloro Ethylene)

SK에너지

TPH *

BTEX **

TCE ***

조사
지점수
(개)

지점수
(개)

결과

지점수
(개)

결과

지점수
(개)

결과

울산

699

528

정상

171

정상

-

-

구분

인천

10

10

정상

-

-

-

-

SK종합화학

울산

-

-

-

-

-

-

-

SK루브리컨츠

울산

17

17

정상

-

-

-

-

트리클로로에틸렌

제품 환경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SK이노베이션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 제품인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과 친환경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 연혁 | 전문가 검토 의견 | 제3자 검증 의견서

제품 품질 및 환경성 향상

| GRI Index | 수상실적 및 단체가입 현황

보다 강화된 황 함량 규제에 대응하여 휘발유와 경유를 국제 기준 최고 수준을 만족하는 황 함량

4~6ppm으로 생산하는 등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의 평가에서도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정부와 바이오디젤 공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공급하는 경유에 대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07년 0.5%에서 2010년

2.0%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부 휘발유 황 함량 품질등급 판정 결과]
※ ★★★★★은 국제 최고 수준

법규
황함량(ppm)

10 이하

품질등급

-

2009

2010

201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4

4

6

6

4

4

★★★★★ ★★★★★ ★★★★★ ★★★★★ ★★★★★ ★★★★★

[환경부 경유 황 함량 품질등급 판정 결과]
※ ★★★★★은 국제 최고 수준

법규

74 _ We are SK Innovation

황함량(ppm)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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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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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6

5

6

5

4

4

★★★★★ ★★★★★ ★★★★★ ★★★★★ ★★★★★ ★★★★★

Company Profile

Sustainability Management

회사연혁

Special Issue

Our Performance

Appendix

2010 - 기술 기반의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
•2010. 06 페루 LNG 공장 준공식
•2010. 07 현대기아자동차에 순수 고속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
•2010. 10 증평공장 준공식 (LiBS 4,5호 생산라인 완공 및 TAC/FCCL 생산라인 기공식
•2011. 01 석유사업 및 화학사업 분사 /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 변경
•2011. 02.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카에 배터리 공급 업체 선정 / SK이노베이션 투명경영대상 수상
•2011. 05.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500 MWh 규모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2011. 07. 덴마크 머스크社와의 브라질 광구 매각계약 브라질 정부 승인 획득
•2011. 10. 세계 최초 개발한 촉매 이용 나프타 분해 기술(ACO 기술) 해외 수출 성공

1962-1969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탄생
•1962. 10 SK에너지 설립(설립 시 명칭: 대한석유공사)
•1964. 04 제1상압증류시설 가동(일산 35,000배럴)
•1964. 05 제1상압증류시설 확장(일산 55,000배럴)
•1968. 12 윤활유 배합공장 가동

1980-1989 종합에너지·종합화학회사로의 기반 구축
•1980. 03 윤활유 배합공장 확장(현재 일산 4,500배럴)
•1980. 08 대한석유지주 주식회사가 걸프사 소유주식 50% 인수
•1980. 12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선경이 경영권 인수

2000-2009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화학 메이저로 도약

•1982. 07 ‘주식회사 유공’으로 회사명 변경

•2000. 01 국내 최대규모의 허브사이트 OKCashbag.com 오픈

•1985. 05 대한석유지주 주식회사 합병

•2001. 05 베트남 15-1 광구 개발 원유 상업성 확인

•1985. 11 상압증류시설 개조로 정유시설 생산능력 확대
1970-1979 한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1970. 05 방향족 추출공장 가동(연산 216,000톤)
•1970. 06 걸프사가 당사주식 50% 및 경영권 인수
•1972. 09 울산~대구간 장거리 송유관 부설공사 완공
•1972. 10 제3상압증류시설 가동(현재 일산 170,000배럴)

•2003. 11 베트남 15-1 광구 내 수투텐 유전 상업생산 개시

(일산 345,000배럴)

•2003. 12 BP와 함께 LNG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1985. 12 신규 방향족 추출공장 가동(연산 10,000톤)

•2004. 01 방향족 제조설비(New Reformer, 일산 30,000배럴)

•1987. 05 그리스 제조시설 가동(현재 연산 10,000톤)

신설 결정

•1988. 01 예멘 마리브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2004. 08 페루 카미시아 유전·가스전 생산 착수

•1988. 12 제2에틸렌 제조지설 가동(연산 400,000톤)

•2006. 01 SK인천정유 인수

•1973. 03 나프타 분해센터 가동(에틸렌기준 연산 100,000톤)
•1974. 06 제2상압증류시설 확장(일산 110,000배럴)

1990-1999 에너지·화학을 중심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위한 재도약

•2006. 05 No.2 Reformer 가동

•1978. 03 나프타 분해센터 확장(에틸렌기준 연산 55,000톤)

•1990. 08 제1합성수지 제조시설 가동(연산 345,000톤)

•2007. 07 기업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출범(SK에너지 출범)

•1991. 05 제4상압증류시설 가동(현재 일산 265,000배럴)

•2007. 10 SK인천정유 흡수합병 결정

•1992. 11 제1중질유 탈황(일산30,000배럴) 분해시설(일산 30,000배럴)

•2008. 02 SK인천정유 합병 완료

•1994. 11 이집트 북자파라나 광구 개발원유 도입 개시

•2008. 03 No.2 RFCC 완공

•1995. 09 제4등·경유 수첨 및 탈황시설 가동(일산 50,000배럴)

•2008. 03 인도네시아 JV LBO 플랜트 완공

•1996. 07 페루 8광구 개발원유 상업생산 개시

•2008. 06 1.4 BDO 제조시설 준공식

•1996. 10 제5상압증류시설 가동(일산 200,000배럴, 총생산량 일산 810,000배럴)

•2009. 10 SK에너지와 SK루브리컨츠로 물적 분할

•1997. 01 제2중질유 탈황(일산 60,000배럴)·분해시설(일산 50,000배럴) 가동
•1997. 06 유전개발 현지법인(SK E&P Company) 설립
•1997. 10 ‘SK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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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의견
안병훈

본 의견서는 독립검증기관의 검증내용이 아니며,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검토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제도, 지배구조 등에 중장기 시각과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체화,
반영되는 사례들이 도출되면 더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이병욱

KAIST 서울 부총장·

셋째, 정제업의 범주를 넘어, 광구탐사 및 석유제품 수출은 물론,

경영대학 학장,

미래를 좌우할 신성장 동력 사업들, 즉 중대형 배터리나 박막 태양전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前 환경부 차관

사회책임경영 연구센터
소장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바꾼
뒤 처음 발간하는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새 이름에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등 매우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장 동력 투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혁신 메커니즘과 변화에의 대응
능력 제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DJSI 평가기준에

Innovation Management가 신규로 편입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걸맞게 혁신에 대한 노력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개 자회사들의 모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한 SK 이노베이션이 첫
경제성과에 있어서는 분사 이후에 일궈낸 실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혁신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상적입니다. 탄탄한 경영실적과 함께 제시한 녹색 성장동력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202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기술경쟁력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을 경영전략에 잘 반영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온실가스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더구나 CEO 직속의 안전·보건·환경(SHE)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차원 높은 환경경영을 실천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대상으로 한 저탄소 경영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케 됨을 축하합니다. 첫 해의 실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갈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여
오던 추세가 일부 주춤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보고서를
준비한 SK 이노베이션의 경영진과 실무팀에 치하를 보냅니다.

2012년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바람직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다년간
지속가능경영에 많은 진전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해가 갈수록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관심이 갑니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을 위해 필요한
발전적 제안을 곁들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안전·보건문제는 앞으로도 주요한 이슈일

첫째, 본 보고서는 이미 익숙한 GRI G3 가이드라인에 머물지 않고,

것이기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ISO 26000, Global Compact 가이드라인 및 DJSI의 평가기준 등의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분석 및 전문가 서베이 등을

사회성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특기할

통한 중요성 평가분석 (Materiality Test)을 통해, CSR 이슈들에서 한걸음

점은 이사회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두고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더 나아가, “신성장 동력”이나 “경제 성과”등 까지 비중 있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의구조는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CSR만을 보지 않음을 감안한 추세를 반영한
셈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이해관계자 이슈분석 내용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분석 내용을 경영 전반에
활용하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책임 활동이

둘째, 본 보고서 내용은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행복을

이해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여 기업의 가치로 승화되려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도출하는 기업문화와 조직관리 체계를 통해 본원적인 지속가능경영의

합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소통의 미흡함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을 잘 담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기업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시도한 이슈분석이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져 믿음직하고 따뜻한 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단기화된 시각(Short-termism)을 다시 장기화 (Long-termism)시켜야
한다는 글로벌 시대인식에 맞추어, SK이노베이션도 주주구성, 제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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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공헌 분야에 있어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실적과 다양성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특성과 회사 고유의 자원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들, 특히 확장성과
기업가 정신을 반영한 선도적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이 눈에 뜨입니다.
다만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성,
효율성과 전후방 연계효과를 감안한 “선택과 집중”차원의 재점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째, SK이노베이션의 경영철학인 SKMS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SK지속가능경영 시스템, 즉 대상 범주를 ISO 26000등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영향권내의 모든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within the

sphere of influence)로 확대시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에
걸맞는 Sustainable SKMS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경영, 특히 해외개발 현장의 지역사회
개발과 변화 지원 등은 직접 거래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영향권내의
이해관계자들” 로서 논의대상에 포함시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영업보고서(Annual

Report)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별도 발간에서 더 나아가 조만간 통합된
보고서로 통합되어, 주주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화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통합보고의 정신과 구조가 현
지속가능보고서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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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의견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하 ‘지속가능경영원’)은 ‘2011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성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 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목적

주요 검증절차

본 검증보고서는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성과에 대한 독립적

지속가능경영원은 이해관계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검증은

포괄성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및 회사가 제공한 관련문서의 검토를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검증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있습니다.

 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주주,
•S

 K 이노베이션의 경영철학인 SKMS 을 발전시켜 지속가능경영
•S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를 마련하고, 중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전사

책임사항 및 독립성

• SK이노베이션의 언론 보도내용 검토

권고사항

본 보고서는 2011년도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추진 노력,

• 회사 내부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적용 여부 검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 국문보고서 정보 및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채널을 통한 이슈를 수렴하는 절차에서 누락된 중대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지 속가능경영원은 SK 이노베이션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책임은 SK이노베이션에게 있습니다.

• 중대성 분석 및 중요이슈 관련 보고서 정보, 정책, 시스템 검토

지속가능경영원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경영진에게

• 공장실사를 통한 환경/안전 데이터 검증 및 담당자 인터뷰(울산사업장)

결론을 제공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 지속가능경영 실무, 보고서 작성 및 편집 담당자 인터뷰(본사)

중대성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SK이노베이션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 지속가능경영 외부전문가 검토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K이노베이션은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S

검증기준 및 제한사항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검증 절차대로 업무를
지속가능경영원은 AA1000AS(2008) 검증기준의 3대 항목(포괄성,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중대성, 대응성) 그리고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G3.1의 보고

근거하여 보고서에 실린 내용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고

원칙을 고려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판단하였습니다. GRI G3.1 Index에 명시되어 있는 지표들이 보고되고

검증업무의 범위는 2011년 성과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전 데이터는

• 지 속가능경영 데이터와 정보가 일관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화 및
공식화 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 주요 이슈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고 보고함으로써, 보고서의 균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과거에 비해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주요 이슈 도출에
있어 정밀성을 향상시켰다고 판단됩니다.
• 중 요성 분석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대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원장 박 태 진

 K이노베이션은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된 지속가능경영
•S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울산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수행한 검증 활동에 근거하여 AA1000APS 원칙을 고려한 검증의견은

정보는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슈를 확정하였습니다.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본 검증팀은 금번 보고서가 A+ 수준을 만족하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검증은 국내외 사업장 가운데

이미 검증을 받은 재무관련 정보와 온실가스 데이터는 본 검증 과업에

것을 기대합니다.
유지하도록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가?

검증의견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와 연계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해나갈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중 대성의 관점에서 보고서상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조정실장 최 광 림

대응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대응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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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분류

전략및분석

기업프로필

지표
번호

내용

페이지

보고
수준

비고

지표
번호

Special Issue

내용

Our Performance

페이지

보고
수준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 환경, 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17

◐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67

●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86

●

4.13

협회, 국가, 국제 조직 내 주요 회원

86

●

21

●

1.1

최고 의사결정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5

●

1.2

주요영향, 위험요인과 기회에 대한 기술

5

●

4.14

조직에서 활동 중인 이해관계자 리스트

2.1

기업명칭

10

●

4.15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21

●

2.2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12~13

●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21

●

2.3

주요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포함한 조직의 운영 구조

11

●

2.4

본사/본부 소재지

10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22~23

●

2.5

주요 사업장의 국가 수와 국가명

14~15

●

DMA EC

경제부문

46

●

●

DMA EN

환경부문

66

●

12~13

●

DMA LA

노동부문

52~53

●

2.6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10~11

지배구조,
책임, 참여

2.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

2.8

보고 조직 규모

10

●

DMA HR

인권부문

52~53

●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소유구조를 고려한 보고기간동안의 주요변화

10

●

DMA SO

사회부문

52, 60

●

2.10

보고기간동안 수상내역

86

●

DMA PR

제품부문

42, 53

●

3.1

보고대상기간

표지

●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47~48

◐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34

●

경영정보공개

3.2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표지

●

EC2

3.3

보고주기

표지

●

EC3

연금 지원범위

58

●

3.4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표지

●

EC4

정부의 재정 보조 수혜 실적

48

●

3.5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절차

표지

●

EC5

53

◐

3.6

보고범위

표지

●

주요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성별 신입사원의
임금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기술

표지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31

◐

3.8

합자회사, 일부소유자회사, 리스설비, 아웃소싱한 운영, 그리고 기타
상황들의 기간별 비교와 보고 조직간의 비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근거

표지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와 현지출신 임원 비율

보고매개변수

지배구조,
책임, 참여

분류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비보고○ 해당없음 N/A

Sustainability Management

경제성과지표

○

3.9

데이터 측정기술과 계산방식

표지

●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52, 60~65

◐

3.10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의 효과, 재인용의 이유

표지

●

60~65

●

3.11

보고의 범위, 측정방법 상의 주요한 변화

N/A

N/A

68~69

●

3.12

보고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82~85

●

3.13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신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현재
관행

80-81

●

4.1

조직지배구조-전략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17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17

●

4.3

단일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사외 이사
수와 성(gender) 명시

17

●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18

●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과 사회, 환경 성과를
포함한 조직의 성과간의 관계

17

◐

4.6

이사회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18

◐

4.7

이사회 지배구조와 위원회의 전문성, 자질 구성 결정 프로세스성(gender)과 기타 다양성 지표 포함

17

4.8

내부적으로 개발된 미션이나 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경제, 환경, 사회
성과와 관련된 원칙, 실천 정도

4.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관련 위험과 기회의 규명 및 관리를
포함하는 최고 지배 구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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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GRI Index

EN2

재활용 자원 이용 비율

72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

68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

68

●

EN5

절약과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

69

●

EN6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에 기초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저감

69

●

EN7

간접 에너지 소비와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

69

●

EN8

취수량 및 물 사용량

69

●

EN9

취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수원

69

●

EN10

재순환, 재사용되는 물의 비율과 총부피

◐

EN11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땅의 위치와 크기

67

●

16

●

EN12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67

●

17

◐

EN13

보호하거나 복원해야 할 서식지역

67

●

EN14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 현재 활동, 미래 계획

67

●

환경성과지표

○

Appendix

비고

SK이노베이션은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해외 사업장 인력비중은 매우
낮으며 각 사업장별로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으나,
우선채용절차 및 임원 비율에 관한 관리체계는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생산공정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되는
용수를 관리하는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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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비보고○ 해당없음 N/A

분류

지표
번호
EN15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보고
수준

N/A

N/A

34

비고

분류

SK이노베이션은 생산활동으로 인해 영향받는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SK이노베이션은 통근, 출장 등에 기인한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표
번호

내용

페이지

보고
수준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심사 비율

31

◐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교육 이수
직원비율 포함

53

●

HR4

총 차별 건수 및 교정 관련 조치

53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분야및 중요 공급자를 확인하고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53

●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 공급자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

53

●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및 중요 공급자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53

●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53

●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N/A

N/A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68~69

●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70

●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0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71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72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73

●

HR9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72

●

HR10

인권을 검토하거나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장의 비율 및 수

53

◐

HR11

공식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정리되거나 전달되거나 해결되는
인권관련 고충 수

53

◐

SO1

지역 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업장 비율

60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비율

20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20

●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59

●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N/A

N/A

○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71

●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74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EN30

인권성과지표

멸종위기동식물 중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의 수

페이지

EN17

EN29

노동성과지표

내용

○
67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환경 영향

인권성과지표

SK이노베이션 제품 중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포장재 재생을 위한
관리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

SK이노베이션은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환경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성과지표

○

비고

해외사업으로 인한 원주민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부패방지 및 발생 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단위의 부패 위험도
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7

●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건수 및 그 결과

59

●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성별로 분류

54

●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59

●

LA2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신규직원 및 직원의 수와 이직률

54

●

SO9

지역사회에 중요하게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장

○

SK이노베이션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SO10

지역사회에 중요하게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는 조치

○

SK이노베이션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

SK이노베이션은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으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LA3

중요 사업장 지역에서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57~58

●

LA4

단체협상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53

●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

53

●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55

●

LA7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56

●

LA8

심각한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종업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 예방, 위험 관리 프로그램

55~56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43, 73

●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55

●

PR3

●

성별, 종업원 유형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58

●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43, 73

LA10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43, 73

●

LA11

57~58

●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42, 52

●

LA12

성별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

57~58

●

PR6

43

●

LA13

이사회의 구성과 직원 분류별 구성현황

17, 54

●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LA14

중요 사업장 지역의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 급여 및 보수 비율

53

●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43

●

LA15

성별로 육아휴가 후에 일에 복귀하거나 유지하는 비율

53

●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43

●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43

●

HR1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및 계약 건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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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성과지표

SK이노베이션이 체결한 중요한 투자협약 중 별도의
인권보호 조항이 포함된 협약은 없으며, 협약 체결시
별도의 인권심사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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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및 단체가입 현황
수상실적
IR52 장영실상 과학기술포장

단체가입 현황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교육화학기술부, 산업기술진흥협회)
고급 윤활기유 제조 촉매,
대한민국기술대상 금상 수상 및 10대 신기술 선정
(지식경제부)
과학기술진흥유공자상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울산/인천)
대한석유협회
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 기여 표창
(국무총리실)
산업기술진흥유공자상 장관 표창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식경제부)
수출1조불 달성! 수출 유공자 표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올해의 테크노 CEO상
(교육과학기술부, 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에너지재단

전지산업진흥유공자상 장관 표창

한국전지산업협회

(지식경제부)
화물차휴게소 사업시행 장관상
(국토해양부)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한미재계회의 한국위원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지경부장관 표창
(지식경제부, 석유화학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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