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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측면
결과보고

Step1.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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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자의 핵심 관심 영역을 핵심 이슈로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 G4
보고 형식에 맞추어 이해관계자 관심이슈를 핵심측면 별로 연계하였으며, 결정된 핵심측면에 대해
서는 중요도에 따라 일반보고 형식과 특화보고 형식을 병행해 사용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핵심측면 결정 결과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10개의 핵심 이슈를 GRI G4의 측면으로 재분류한 결과, '투명한 이사회 운영' 이슈는 일반표준
공개(General Standard Aspect) 항목으로, 기타 9개 이슈는 특정표준공개(Specific Standard Aspect)의 4개 핵심측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관심 영역에 적극 대응하고자 선정된 4개의 핵심측면은 'Focu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ㆍGRI G4 등 글로벌 표준지표, 지난 보고서 이슈 및

201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슈

미디어리서치 과정을 통해 총 117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진기업 벤치마킹

미디어리서치

국제표준지표

산업이슈

ㆍ선진기업의 보고이슈 분석, 산업내 중점과제, 경영
환경 반영 등 1차 구성된 이슈 리스트에 대한 보다

각 핵심측면에 대한 선정배경과 대응방향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슈번호 핵심 이슈
투명한 이사회 운영

심도있는 평가를 반영하여 41개의 2차 이슈 리스트를

본원적 경쟁력 강화

결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성장 가속화
41개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 구성

Step2.
중대성 평가
진행

일반표준공개 / 특정표준공개

보고목차

페이지

일반표준공개

지배구조

14-15p

Focus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강화

28-30p

Focus 2.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 확보

38-40p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특정표준공개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ㆍ선정된 이슈리스트를 산업 및 경영일반, 윤리, 구성원,

진행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ㆍ도출된 설문조사 결과와 사전조사된 이슈별 중요성
평가 결과는 별도의 신뢰성 검토과정을 거쳐 중대성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관심도

고리로 재구성하여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핵심이슈

Focus 4.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 실현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2014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슈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본원적 경쟁력 강화’, ‘글로벌 성장 가속화’ 등 경제적 측면

B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근로 및 일반적 경영환경’

C 미디어리서치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D 선진기업 보고이슈 분석
이해관계자 관심도

E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ㆍ중대성 평가결과 확인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이슈를 GRI G4 에서 정의하고 있는 측면(Specific  
Aspect) 단위와 연계하여 4개의 핵심측면을 결정

중대성
이슈 선정

핵심측면
결정

하였습니다.
ㆍ결정된 핵심측면에 해당되는 GRI G4 지표를 확인
하여 보고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반영하였습니다.

60-62p

지속가능성 이슈 변화추이

A 단기ㆍ중장기적 재무영향 검토

Step3.
핵심측면
결정

56-59p

* ‘투명한 이사회 운영’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이슈로 구분되므로 일반표준공개로 보고하였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중대성 평가

50-51p
52-53p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일반이슈

41-43p
48-49p

Focus 3.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안전보건 및 환경, 일반사회, 동반성장의 5대 카테

31-33p

10개 중대성평가
상위 이슈 선정

4대 핵심측면
결정

2012년 최상위 이슈

2013년 최상위 이슈

2014년 최상위 이슈

1 이해관계자 참여

1 협력회사 상생

1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2 협력회사 상생

2 사회공헌

2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

3 구성원 안전과 보건

3 구성원 안전과 보건

3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신규)

4 환경경영(탄소경영)

4 이해관계자 참여

4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5 지배구조

5 경영일반

5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신규)

6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6 지배구조

6 글로벌 성장 가속화

7 노사관계

7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7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신규)

8 공정경쟁

8 근로조건

8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