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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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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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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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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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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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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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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SKMS(S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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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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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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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MS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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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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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SKMS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철학과 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며 문화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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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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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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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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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위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SK 경영 철학 

경영기본 이념 경영관리 요소

기업관

추구가치 

경영원칙

경영실행 원리

SK Managment System 의

 실행원리

SUPEX 목표 / 실행전략

구성원과 리더의 역할

SUPEX 추구환경 조성

정적요소의 활용

마케팅·생산·연구개발·전략기획·인력조직·

회계재무·구매·CR(Corporate Relations) 등

동적요소의 실현

구성원 차원의 실천·회사 차원의 실천 

(동적요소 : 의욕, 일 처리 역량, Coordination, 

Communication, SK-Mansh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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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SUPEX 수준에 도달

Sustainability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