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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목적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인 ISO 26000과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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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파악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요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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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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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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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하여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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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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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관점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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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영향 
관점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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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Chart

4 단 계 5 단 계

Special Issue 
도출

미디어 분석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및 사회적 기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보도자료가 기업에 의해 

작성·배포되는 것을 고려하여 부정적 이슈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경쟁, 정부정책대응, 경영성과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국제 규범 및 표준

ISO 26000, GRI G3.1, UNGC 원칙, DJSI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여러 표준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동종업계 벤치마킹

정유 및 에너지 사업자 중 SK이노베이션과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CSR 활동을 

분석하고 동종업계의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대응, 구성원 보건 및 

안전,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외부 전문가 설문

국내 CSR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중요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성,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중요성 

평가 방법

**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 

지배구조, 제품품질, 환경경영 등

지배구조

경제성과

안전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8가지 사회적 책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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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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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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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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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 신성장 동력, 안정적 에너지공급, 이해관계자 참여,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최상위 이슈로 도출된 8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Special Issue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중요도]

최상위 이슈 비즈니스 이슈 이해관계자 이슈 잠재이슈

1. 이해관계자 참여

2. 동반성장

3. 기후변화대응

4. 신성장동력 (친환경사업)

5. 구성원 보건과 안전

6. 경영성과

7. 소비자커뮤니케이션

8. 안정적 에너지 공급

9. 환경경영(탄소경영)

10. 지배구조

12. 노사관계

14. 훈련 및 교육

18. 위험관리

19. 윤리경영

21. 오염방지

23. 경영일반

11. 사회공헌

13. 인권존중

15. 근로조건 개선

16. 소비자(고객사) 정보보호

17.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20.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22. 공정경쟁

24.  소비자(고객사) 보건 및 

안전

25. 지역사회 영향

26. 제품 책임

27. 사회적 기업

28. 명성

29. 인권침해 행위 근절

30. 마케팅

31. 책임있는 정치 참여

32. 경영환경

33.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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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경영체제

안전·보건·환경 경영

신성장동력

조직문화혁신

동반성장

저탄소 경영

안정적 에너지 공급

고객행복경영

8가지 Special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