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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History

1962. 10. 대한석유공사 설립

1964. 04. 제1상압증류시설 가동

1967. 05. 제1상압증류시설 확장

1968. 04. 제2상압증류시설 가동

1968. 12. 윤활유 배합공장 가동 

1960's

2010's

2010. 10. LiBS 4ㆍ5호 생산라인 준공

2011. 01. SK이노베이션 계열4사 체제 출범

2012. 03. 제3윤활기유공장 준공

2012. 09. 서산 배터리 공장 준공

2012. 10. LiBS 6ㆍ7호기, FCCL, TAC 공장 합동 준공

2013. 07.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분사

2013. 12.  LiBS 8ㆍ9 호기 생산라인 준공

2014. 01. 베이징전공, 베이징자동차그룹과 합작법인 BESK 출범

2014. 01. 서산 배터리 공장 증설

2014. 04. 美 오클라호마, 텍사스 석유 생산광구 매입

2014. 05. SABIC사와 넥슬렌 합작 법인 설립

2014. 06.  FCCL 2호기 생산라인 준공

2014. 06.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 준공

2014. 10. JX에너지와 울산아로마틱스 합작공장 준공

2003. 11. 베트남 15-1광구 생산 개시

2004. 07. 자원봉사단 1004봉사단 발족

2004. 09. 제2윤활기유 공장 준공 

2004. 10. SK중국투자유한공사 설립

2006. 03. SK인천정유 출범

2006. 04. 울산대공원 완공

2007. 07. 지주회사 및 SK에너지 출범

2008. 02. SK인천정유 합병

2008. 07. 인도네시아 윤활기유 공장 준공

2008. 09. 제3고도화시설 준공

2009. 10. SK루브리컨츠 출범

2000's

1990. 08. 제1합성수지 제조시설 가동

1991. 05. 제4상압증류시설 가동

1992. 11. 제1중질유 탈황, 분해시설 가동

1994. 11. 이집트 북 자파라나 광구 

  개발원유 도입

1995. 09. 제4등ㆍ경유 수첨 및 탈황시설 가동

1996. 10. 제5상압증류시설 가동

1997. 01. 제2중질유 탈황, 분해시설 가동

1997. 03. 제2합성수지 제조시설 가동

1997. 03. SK주식회사 출범

1990's 1980's

1980. 03. 윤활유 배합공장 확장

1980. 08. (주)선경 대한석유공사 인수

1985. 12. 신규 방향족 제조 공장 가동

1987. 05. 그리스 제조시설 가동

1988. 01. 예멘 마리브 광구 개발원유 도입

1989. 12. 제2나프타 분해시설 가동 

1970. 05. 방향족 제조공장 가동

1972. 09. 울산-대구 간 장거리 송유관 

  부설공사 완공

1972. 10. 제3상압증류시설 가동

1973. 03. 나프타 분해센터 가동

1974. 06. 제2상압증류시설 확장

1977. 03. 납사 분해센터 확장 

1970's
About this Report 
SK이노베이션은 2005년 첫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사의 주요 활동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의 검토와 승인과정을 거쳐 

발간됩니다.

보고기간

2014년 1월~2014년 12월 

(일부 주요 성과의 경우 2015년 정보 포함)

보고범위

SK이노베이션㈜ 본사 및 국내 사업장과 주요 5개 자회사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국내 사업장

작성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보고검증

독립적 검증 보고서(DNV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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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SK이노베이션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정 철 길

2014년 한 해 동안 SK이노베이션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은 유가와 환율을 비롯한 

경영 환경의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활동에 있어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회사의 성장ㆍ발전과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주요 

활동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보고서에 담아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성장 가속화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사업영역의 차별적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 독자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틸렌 '넥슬렌'의 신규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인 PX 공장을 추가 증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전 세계 고급 윤활기유 생산규모 1위, 윤활유 완제품 국내 선호도 1위, 그리고 브랜드 파워조사 16년 연속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공장, 중국 우한  

나프타 분해공장 등 주요 해외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석유개발 법인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의 비전통 자원 

(Unconventional Resources)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경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합작투자를 통하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안전ㆍ보건ㆍ환경 경쟁력 확보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접근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동 제도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배출권 거래 이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활동과  

에너지 절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른 안전ㆍ보건ㆍ환경 사고들로 인해 이러한 사고들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선진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와 함께 비상대응 업무의 책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고, 주기적인 비상대응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비상대응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를 기업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지원의 틀을 벗어나, 협력회사가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 

회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결과 공유를 통하여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단순 기부형식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페루에서는 당사가 지원하는 농촌자립형 사회적기업인 '야차이와시'가 현지 정부, 

학계,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3호점 건립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와 혁신에 집중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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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value chain

연구 개발 

석유, 석유화학, 폴리머, 

윤활유,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석유 및 가스광구를 탐사하고 

원유를 시추합니다.

원유 수송

선박 등을 이용하여 

원유를 수송합니다.

석유 제품 생산

휘발유와 경유, 벙커씨유 등 

석유류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 판매

생산한 제품을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배터리 제품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개발 및 생산합니다.

정보전자소재 제품

리튬이온분리막(LiBS), FCCL, 

TAC필름 등 정보전자소재를 

생산합니다.

석유화학 및 윤활유 제품 생산

기초화학 제품, 고기능성 화학 제품 및 

윤활유 등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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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부터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거듭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석유/LNG 유전개발부터 직접운영, 가스생산/ 

수송, 투자 및 매각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로 자원개발에  

뛰어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2014년 말 기준 15개국 22개 광구, 4개 LNG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억 9천만 배럴의 지분 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분야 및 CCU* 기술 개발 등에서 성과를 올리며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수준의 Technology 

Leadership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CCU(Carbon Conversion & Utilization):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기술

기초원료에서 첨단소재까지, 세계 속의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

SK종합화학은 자동차, 전자, 통신의 첨단 소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는 원ㆍ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성 화학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등에 판매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립일자 2011.01.01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화학제품

설립일자 2011.01.01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석유제품

최고 수준의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석유시장 주도

SK에너지는 세계 최대 수준인 하루 84만 배럴의 원유 정제능력을 기반으로 50여 종의 다양한 원유를 처리 

하여 석유제품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Operational Excell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량의 5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2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컨설팅업체인  

Solomon사로부터 아태지역 1st Quartile Top-Tier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설립일자 1962.10.13 

공장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169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82-4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5번길 50

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5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석유, 윤활유, 석유화학, 고분자,

그린에너지, 배터리, IE소재

과감한 투자와 빠른 실행력으로 세계 윤활기유 산업 주도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사업의 대표브랜드 ZICTM와 기유 사업의 YUBASETM를 통해 국내 윤활유 시장 및 고급 

기유(Group III)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Pertamina, 스페인 Repsol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기유공장을 건설하여 고급 기유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의 고급 윤활유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윤활유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동서남아 판매물량 증대 및 OEM 고객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일자 2009.10.01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윤활유/기유

설립일자 2013.07.01 공장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사업분야 석유/석유화학제품

고품질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을 통해 석유화학 사업의 미래 개척

SK인천석유화학은 40여년간 수도권 및 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왔고, SK에너지 인천 

Complex에서 2013년 인적 분할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총 1조 6천억원의 투자를 통해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이자 고부가제품인 PX(파라자일렌)의 연간 130만톤 생산설비를 완공하였으며, 중국 및 

동남아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당 생산성을 지닌 Global Top Tier 정유 및 

석유화학회사로의 발돋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로 성장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이노베이션 산하 Refinery인 SK에너지 및 SK인천석유화학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산하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석유시장에서 Trading 확대 및 Storage 투자 등을 통해 Global Trading 회사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자 2013.07.01 
글로벌  

네트워크
Singapore, London, Houston, Dubai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원유/석유제품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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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관 :   기업은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ㆍ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2) 추구가치 : 기업의 가치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다.

3) 경영원칙 : 인간 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 추구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균형 잡힌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에 SKMS를 바탕으로 한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선진적인 경영 시스템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구축ㆍ발전시키고 있습니다. 

SKMS는 SK그룹 고유의 기업 문화와 경영이념, 경영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SK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SK만의 경영 철학이자 경영 시스템입니다. 1979년 최초로 SKMS를 정립하여 모든  

구성원이 SKMS를 통해 경영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이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여 경영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SK의 모든 구성원들은 SKMS를 기준으로 경영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SKMS를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MS
(SK Management 
System)

SK Management System의 실행원리

정적요소 동적요소*

· 구성원 차원의 실천

·   회사 차원의 실천

SUPEX 목표/실행전략 구성원과 리더의 역할 SUPEX 추구환경 조성

경영실행원리

경영기본이념

경영관리요소

SKMS 체계도

*   동적요소 : 의욕, 일 처리 역량, Coordination, 

  Communication, SK-Manship 등

기업관1) 추구가치2) 경영원칙3)

·마케팅

·생산

·연구개발

·전략기획

·인력·조직

·회계·재무

·구매

·CR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상생과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주요 이해 

관계자를 주주, 구성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으로 정의하고, 소통 채널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자간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주요이슈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역할

자발적,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속적 고객만족

기업활동에 대한 신뢰와 지지

동반성장

투자

고객의 신뢰, 선택

협력을 통한 

사업 발전

기업 발전에 기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가치창출

경제발전 기여, 사회공헌,

윤리경영

구성원 주주

고객 사회

협력회사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 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소통의 확대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2014 주요이슈 

주주 

ㆍ주주총회, 실적 발표회 

ㆍ국내외 NDR (Non-Deal Roadshow)

ㆍ국내외 Conference 

ㆍ1:1미팅, e-mail/전화 상담 

ㆍ공시 및 신고 등 

ㆍ중ㆍ장기 전략 

ㆍ사업 Portfolio 

구성원 

ㆍ사내방송 (GBS) 및 소식지

ㆍ인트라넷(tong tong)

ㆍiCON(Change Agent) 및 경영협의회(M2M Board)

ㆍ경영설명회 등

ㆍBiz. 현황 및 Issue

ㆍ일과 삶의 조화

ㆍ혁신과제 추진

협력회사 

ㆍ협력회사 정기협의회 

ㆍ협력회사 CEO 간담회 

ㆍ물류/기계/장치/검사 정기 간담회 등

ㆍ동반성장/상생협력 

ㆍ공정거래 준수 

지역사회

ㆍ각종 지역단체 간담회

ㆍ인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및 경찰지구대 생활

   안전협의회 참여

ㆍ인근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위원회 참여 등

ㆍ지역사회공헌 (사회적기업 포함)

ㆍ자원봉사

고객 

ㆍ콜 센터 ‘고객행복센터’ 운영 

ㆍ엔크린닷컴 및 엔크린App. 운영 

ㆍ프로모션 등 고객 만족도 조사 

ㆍ페이스북(www.facebook.com/IF.SKinnovation) 

   및 블로그(http://skinnovation-if.com) 등 

ㆍ고객 소통 채널 확대 및 CRM(고객관계관리)

ㆍ고객 만족도 제고

ㆍ공식 SNS채널인 페이스북과 블로그 개설 

SKMS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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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현황

SK이노베이션은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 경영의 정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란 ‘이사회를 이사회답게 운영하는 것’으로 주주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고,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CEO는 상호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민간기업으로서는 높은 수준의 사외이사 비율(75%)이며, 이로 인해 사외이사들만의 의결로 정관의 변경,  

회사 합병 및 분할, 이사 해임안 제출 등 회사의 중대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전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

이사회 독립성 확보

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주요 역할 

감사 100% 이사에 대한 직무 감사 및 회계, 경영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사외이사후보추천 67% 사외이사후보 Pool 발굴/관리 및 후보 추천 등 

전략 67% 중ㆍ단기 경영 계획 및 전략 검토, 주요 투자 및 기획 관련 사항 검토 등 

인사 67% 주요 인력관리 정책 검토 및 사내이사 후보 추천 등 

투명경영 100% 계열사간 거래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검토 등 

사회공헌 100% 사회공헌 활동 및 주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sue 점검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
(2015년 6월 기준)

사내이사
(사내 2명)

(2015년 6월 기준)

사외이사
(사외 6명)

이재환 
현) 동국기술지주회사 고문
전) 삼성BP화학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략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산업자원부장관 

전략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신언 전) 주 파키스탄 대사, 미국 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민희 
현) KAIST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최혁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재무학회 회장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김대기 
현)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감사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현)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SK이노베이션㈜ 회장

이사회 의장, 인사위원회 위원

정철길 
현) SK이노베이션㈜ 및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략위원회 위원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활동을 위해 사외이사들은 국내외 지배구조 및 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업지배구조 양대 기구인 NACD1) 와 ICGN2) 의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세계 유수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본사 및 지방 사업장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NACD : 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e Directors  2) ICGN :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체계적인 이사회 회의 운영

SK이노베이션은 월 1회(4번째 목요일) 이사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이사진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이사회 5일 전, 위원회 2일 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 발빠르게 의사 결정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대규모 전략적 투자 및 분사, 합병 등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사전보고－토의－피드백’의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며, 이후 별도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대표적으로  

북미지역 E&P(Exploration & Production) 투자 결정 당시 투자 목적 및 수익성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 및 시장 

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영 계획 및 현황, 실적 보고

이사회는 연도별 단기 경영계획 및 중ㆍ장기 전략(To-be Model)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석유ㆍ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 사업별 내ㆍ외부 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활발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 수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분기별 경영 실적 보고 시에는 계열 자회사의 경영 현안,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토록 하여 이사진이 회사의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현장이사회 개최

사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사진의 사업현장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울산 Complex에서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PX(파라자일렌) 및 

넥슬렌 공장을 방문하여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전략적 Communication Session 활성화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층과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전략적 Communication Session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Session에서는 경영 

철학 및 비전, 전략(Strategic Fit), 애로 사항뿐만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자유 

롭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3개 CIC(Company In Company), 5개 자회사 별 경영 

계획 및 중기 경영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고 열띠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회 성과평가 및 보상

매년 이사회 구성, 기능, 책임,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회사 사업보고서에 기재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발전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을 위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Complex 현장이사회

2014년 제1차 전략적 Comm. Session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이사회 운영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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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S를 토대로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수립하고, 윤리규범 실천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상담실 및 온라인 제보 채널을 구축하여 비윤

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윤리교육

신입사원 및 승진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612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612시간의 윤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 구성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협력회사 윤리 실천 확산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매 포탈을 통하여 

협력회사를 등록할 때에는 ‘공정ㆍ투명거래 동의’에 서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협력회사의 부정,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1년부터 협력회사 및 대리점, 

거래처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안주고ㆍ안받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관행 정립을 통해 SK이노베이션 계열사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선 순환적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 관리수준을 고도화함 

으로써 향후 대내ㆍ외 공정거래 환경 변화에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리경영체계

윤리경영 활동
프로그램 

612명

교육인원

612시간

교육시간

구성원 윤리경영 교육현황
(2014.12.31 기준)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의 경영 

이념인 SKMS에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고, 표준화된 윤리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홈페이지 

(https://ethics.skinnovation.co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ㆍ자율준수 활동 관련 제반 문서의 체계적 관리문서관리체계 구축

ㆍ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및 운영위반책임자에 대한 제재

ㆍ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및 자율준수관리규정 운영

ㆍ자율준수 담당조직 운영

ㆍ공정거래 점검 실시

내부감독체계 

ㆍ공정거래 임직원 세미나 개최

ㆍ공정거래전문가 교육, 사업별 특화교육 실시
자율준수교육

ㆍ자율준수편람 발간

ㆍ공정거래준수 가이드라인 발간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ㆍ지속경영본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ㆍ공정거래준수선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채택

ㆍCE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CP 
7대 요소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별 대응활동 

SK이노베이션은 기업운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여 전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에 대한 해외 의존, 원유의 시장가격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즉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에 대한 해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

석유사업 원재료인 원유는 전량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원유의 공급량 및 가격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정치 상황과 OPEC 및 기타 석유생산국가가 결정한 생산량이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국내·외 에너지 관련 법률, 자원개발 활동 추진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 세계 

기후 상태,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 국내경제상황 등 수많은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유가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법적·정치적·기후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중동 등 장거리 수송에 따른 선적월과 

도착월 간 원유가격 차이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은 판매량, 가격, 원유의 원가 등에 영향을 미쳐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손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환율변동 리스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환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내 가능한 환위험 수준을 정의하고, 설정된 환위험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외화 Position에 대해서는 Hedge를 실시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집중에 따른 리스크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의 정제·수송·저장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며 화재나 폭발, 누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및 기타 요인에 의한 가동중단은 전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과 인천의 생산시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평가기관이 권고 

하는 수준의 보험담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해 복구 및 손실 보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규제와 관련한 리스크 

석유화학사업은 국가적·지역적 환경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연료품질기준 준수, 석유 기반 제품의 취급·사용·저장·운송·폐기 등에 대한 환경규제 기준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환경법규를 따르고 있습 

니다. 향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지출이나 추가 운영비용 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회사 내·외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전략적 방향 설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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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 제공 및 다양성 존중
모든 지원자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 평가 과정에 있어 근로

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고, 성별과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 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여성인력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4대 전략

인간 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의 추구’라는 경영원칙에 근간을 두고 신입사원에서 CEO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 Values, 리더십, 직무역량, Globality의 4대 인재육성 영역을 기반으로 

회사와 현업 리더·구성원이 각자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인재육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개개

인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채용 및 

육성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애사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채용 전략

SK이노베이션은 ‘신뢰를 기반으로 도전·혁신을 실천하는 글로벌 전문가’라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제도를 통해 성별, 학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올바른 인재 선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펙 위주의 획일화된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 경험 및 동아리 활동 등 대내·외적 경험을 평가하여 직군 별 필요한 자질과 역량은 물론 직무적합성을 

고려해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채용 

인재 육성

ㆍPassion

ㆍLove

ㆍIntegrity

ㆍAccountability

ㆍChallenge

ㆍInnovation

ㆍExpertise

ㆍGlobality

경영원칙

SK이노베이션 인재상

신뢰

도전ㆍ혁신
Global 
Expert

합리적 성과평가

SK이노베이션은 성별, 학력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능력과 자질, 업무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 이동, 교육훈련 및 보상 등의 기준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모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SK Values, 역량과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되며, 팀원은 직무역량, 팀장은 리더로서의 

역량이 평가되는 등 구성원의 직책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절차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돕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능력주의에 입각한 연봉제 및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어 능력 및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며, 

성과급은 EVA(Economic Value Added)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남녀 간 성별에 따른 임금 등의 격차는 없으며, 모든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단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임차 시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지원, 휴양소 및 콘도 

시설 제공을 통해 구성원의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 퇴직자의 생계를 돕고, 

장기 근속자 포상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 구성원의 관리자로의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관리자급 이상의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기 쉬운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원활한 복귀를 위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육성 활동의

가이드

* 리더십 파이프라인 : 신입사원부터 CEO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단계 별 육성 지원 체계 

리더 및 구성원 육성 정책

대상별 

육성 활동
·우수 인재의 선발 및 조기 육성 전략 수립

·차상위 리더 육성을 위한 선제적 교육 프로그램 시행

차세대 리더의 
선제적 육성

·리더십 파이프라인과 연계된 Role Level 별 승진자 교육

·구성원의 자기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제공

팀원대상 성장 
단계 별 교육

·임원 개인 별 Customized 코칭 지원

·팀장 역할 수행 지원 체계 강화 및 리더십 교육 제공

직책자 역할 수행 
지원 강화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

·구성원의 성장 단계 별 육성 체계 정립

·단계 별 역할 및 역량을 규명하여 진단과 교육을 통한 개발 지원

성과평가와 보상

구성원 복지향상

여성인재 확대 및 지원 

인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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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C-Talk (연중코칭)

C-talk란 구성원의 성장 지원을 위한 리더와 구성원간의 1:1 코칭 면담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팀장과 팀원의 자발적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C-talk를 통해 업무 성과 향상과 구성원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팀장과 

팀원의 코칭역량을 강화하여 코칭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CON (Innovation Communication ON)

그 동안 각 사별로 분리 운영되었던 Junior Board가 2015년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 iCON으로 확대ㆍ통합 

되었습니다. 임원 및 팀장의 추천과 엄중한 심사를 거쳐 팀 단위 1명씩 총 200여명이 선정된 iCON은 SK 

Value와 역량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로서 경영층ㆍ리더ㆍ구성원 간 소통을 주도하고, 변화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은 경영층의 철학ㆍ의지 전파 및 구성원 간 소통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동시에, 조직 내 ‘Wiining 

Culture’를 전파함으로써 변화ㆍ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MS 및 SUPEX 추구현황을 점검하고, 실천

요강 수립 및 실행 지원 등의 전 방위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채널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SK이노 

베이션은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열린 소통을 통해 조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을 막는 파티션 제거 및 조직 내 고충 파악과 제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확대

시의성ㆍ진정성 있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Winning Culture’를 만드는 출발점 

입니다. 이에 2015년부터 SKMS실로 커뮤니케이션 주관 조직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열린 조직문화 활성화 

ㆍtong tong (게시판) : 구성원 건의ㆍ질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과 공개적인 토론 진행

ㆍ사내방송 (gbs) :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동일 메시지 전파 및 회사의 주요 정책 공유

ㆍiCON : Change Agent로서 단위 조직의 소통 강화 및 SUPEX Spirit 확산

ㆍ계층별 Workshop : 변화추진과제 공유 및 토의, 제안의 장 마련

ㆍ경영설명회 : 주요 Biz. Issue에 대한 정기ㆍ부정기적 설명회 개최

ㆍLeader’s Forum : 임원 팀장 대상 사내ㆍ외 전문가 강의 및 구성원 대상 경영 세미나 제공

ㆍ경영협의회 : 회사와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구성원 고충처리를 위한 노력

SK이노베이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대표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사항을 구두, 서면, 유선,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 성장을 지원하는 상담코칭센터 ‘하모니아’ 운영 

구성원의 마음건강과 역량개발을 돕기 위해 상담코칭센터 ‘하모니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전문 심리 

상담사와 1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Life, Career, Work, Family의 분야에서 코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뿐만 아니라 부부, 부모, 그리고 자녀 상담으로 확대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Team 

building, 갈등관리, 리더십 코칭 등 조직 차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소 이후 참여도 및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1,382명이 이용하였으며, 5점 만점에 4.8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 사업장으로도 '하모니아'를 확대하여 전 구성원의 행복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최초 탄력근무제 도입

전사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팀 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란 구성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개인여건과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일과 삶의 양립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통한 유연한 업무처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의 및  

보고의 절차를 간략화하는 한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업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가족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인증 확대

2012년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이후 가족친화경영 확대 시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도 개선, 자녀출산ㆍ양육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한  

구성원의 일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SK루브리컨츠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로 육아 문제 해결에 기여

구성원이 심리적인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1년 간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원하지 

않거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개인 별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5년, SK이노베이션은 ‘이기는 문화’를 위기 극복의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리더란 ‘사업 및 

과제 등의 맡겨진 일에 대하여 조직과 구성원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며, 모든 구성원은 ‘치열한 고민과 

과감한 실행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구조적인 과제를 극복하여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경쟁력과 우수함을 갖춘 인재 및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경영 강화

이기는 조직문화
(Winning Culture) 
구축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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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측면 결과보고 

Focus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강화 

Focus 2.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 확보

Focus 3.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Focus 4.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 실현 



중대성 측면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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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개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 구성

201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슈

선진기업 벤치마킹

산업이슈국제표준지표

미디어리서치

ㆍ GRI G4 등 글로벌 표준지표, 지난 보고서 이슈 및 

미디어리서치 과정을 통해 총 117개의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ㆍ 선진기업의 보고이슈 분석, 산업내 중점과제, 경영

환경 반영 등 1차 구성된 이슈 리스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평가를 반영하여 41개의 2차 이슈 리스트를 

결정하였습니다.

10개 중대성평가 
상위 이슈 선정

4대 핵심측면 
결정

중대성
이슈 선정

핵심측면 
결정

ㆍ 중대성 평가결과 확인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이슈를 GRI G4 에서 정의하고 있는 측면(Specific   

Aspect) 단위와 연계하여 4개의 핵심측면을 결정 

하였습니다.

ㆍ 결정된 핵심측면에 해당되는 GRI G4 지표를 확인

하여 보고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ㆍ 선정된 이슈리스트를 산업 및 경영일반, 윤리, 구성원, 

안전보건 및 환경, 일반사회, 동반성장의 5대 카테

고리로 재구성하여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ㆍ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와 사전조사된 이슈별 중요성 

평가 결과는 별도의 신뢰성 검토과정을 거쳐 중대성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해

관
계

자
 관

심
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핵심이슈

일반이슈

이해관계자 관심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A 단기ㆍ중장기적 재무영향 검토

D 선진기업 보고이슈 분석 

E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C 미디어리서치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B

중대성 평가

Step1.
지속가능성  

이슈 리스트 구성

Step3.
핵심측면 

결정

Step2.
중대성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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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이슈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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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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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최상위 이슈 2013년 최상위 이슈 2014년 최상위 이슈 

1 이해관계자 참여

2 협력회사 상생

3 구성원 안전과 보건

4 환경경영(탄소경영)

5 지배구조

6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7 노사관계

8 공정경쟁

1 협력회사 상생

2 사회공헌

3 구성원 안전과 보건

4 이해관계자 참여

5 경영일반

6 지배구조

7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8 근로조건

1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2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 

3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신규) 

4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5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신규) 

6 글로벌 성장 가속화

7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신규) 

8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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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핵심측면에 대한 선정배경과 대응방향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슈번호 핵심 이슈 일반표준공개 / 특정표준공개 보고목차 페이지 

투명한 이사회 운영 일반표준공개 지배구조 14-15p

본원적 경쟁력 강화

특정표준공개

Focus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강화

28-30p

글로벌 성장 가속화 31-33p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Focus 2.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 확보

38-40p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41-43p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

Focus 3.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48-49p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50-51p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52-53p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Focus 4.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 실현

56-59p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60-62p

* ‘투명한 이사회 운영’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이슈로 구분되므로 일반표준공개로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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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경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014년 에너지/화학 업계는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실을  

다지고, 부문 간 시너지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ㆍ외 시장을 개척하고,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응방향
SK이노베이션은 사업영역에 따라 6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독자경영체계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회사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전사적인 시너지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와 중국 등 신흥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국내ㆍ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을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강화

Enhanced business for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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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각 사업부문별 전략적 운영을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ost  

경쟁력 제고, Operation Excellence, Technology, Optimization을 추구하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업별 핵심 기술력 및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향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최적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을 다지고, 보다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 경제적 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SK이노베이션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2014년의 주요 관심 이슈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강화 측면에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성장 가속화’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본원적 경쟁력 강화’ 이슈는 고객 영역에서, ‘글로벌 성장 가속화’ 이슈는 협력

회사 영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

12  투자자1)

25  투자자1)

19  구성원

12  구성원  

13  지역사회2)

고객  37

고객  19

협력회사  28

협력회사  26

지역사회2)  10

글로벌 성장 가속화 (단위 : %)

본원적 경쟁력 강화 (단위 : %)

1)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2) NGO, 사회복지기관 등

Foc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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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eview

이슈정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란 자율책임경영 시스템 하에서  

각 사업 부문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최적화 및 효율화 과정 등을 거쳐 본원적 경쟁력을 갖춤 

으로써 전사 경영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선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업부문이 핵심역량 보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선결 과제입니다. 이에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사 

적인 시너지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국내ㆍ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차별화된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Sustainability Review

연간 412 
백만 배럴

석유 생산능력

(울산, 인천 Complex 합산)

65 
조 8,652 억 원

매출액 (SK이노베이션)

Key Figure

사업부문 별 비즈니스 가치 확대

경영의사결정 체계 최적화(Optimization)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구매에서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및 경영 전반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에 따른 체계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석유 및 석유 

화학 사업 영역에서 가용성과 설비 현황을 고려한 최적의 원재료 구매가 가능하도록 원재료 선정 프로 

세스를 최적화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과 생산비용을 고려한 제품 생산계획 및 공정 가동계획 조정이 가능

하도록 공정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개별 공정들의 최적 운전을 목표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 운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의 투자안을 선정하거나 투자  

효과의 장기적 평가와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투자를 보류하는 등 투자의사결정을 최적화하여 자본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경쟁력 확보 : SK에너지

SK에너지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기존의 설비 고도화 비율을 높이는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원료다변화, 공정/운영 Flexibility 제고 등 

최소투자를 통한 Advanced Optimization 위주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익증대 한계상황에서도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하도록 처리제약 원유 도입 활용, 에너지 효율화 및 내수 

마케팅 효율화와 같은 Cost 구조 개선 또한 병행 추진하여 수익성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독자기술 넥슬렌의 글로벌 사업화 강화 : SK종합화학

SK종합화학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넥슬렌  

(Nexlene)’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넥슬렌은 SK종합화학이 국내 최초 100% 독자기술로 개발한 고부가 석유 

화학제품으로 내구성, 투명성, 가공성 등이 뛰어나 고부가 필름, 자동차 및 신발 내장재, 케이블 피복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폴리에틸렌입니다. 고성능 폴리에틸렌 시장은 연간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으로 울산 Complex에서만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SK종합화학은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기업 사빅(SABIC)과 손잡고 ‘넥슬렌’의 생산 및 글로벌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더불어 싱가포르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제 2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화를 강화하고, 최적의 사업운영 성과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SK종합화학, 넥슬렌 생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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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인 다양화를 통한 시장 선도 : SK루브리컨츠

SK루브리컨츠는 프리미엄 윤활기유 YUBASETM와 고급 윤활유 ZICTM 브랜드 하에 다양한 종류의 윤활유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윤활유의 

원료인 Group II/III 윤활기유를 제조하는 높은 수준의 촉매 및 공정기술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제품 라인을 

확장하여 2014년 기준 10개 패키지, 800여개의 윤활유 제품을 보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자동차용 

윤활유 및 산업용 윤활유, 특수 용도 윤활유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개발을 통해 전 세계 Group Ⅲ 기유 

생산규모 1위, 윤활유 완제품 국내 선호도 1위, 브랜드 파워조사 16년 연속 1위(2014년 기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PX 공장 증설 : 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은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통한 최적화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초경질원유 기반의 고도화 설비 증설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 결과,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가 되는 파라자일렌(PX)을 연간 130만톤 생산할 수 있는 단일 사업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유 및 제품 수출입 다변화를 통한 최적화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국내 및 현지 전문 인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원유 구매와 제품 수출  

다변화를 통한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및 역외 지역을 대상으로 원유, 중유, 납사 등 

Feedstock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Feedstock 도입 비용 및 구매 Risk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 

시장인 아시아 외에도 유럽, 아프리카, 미주, 중남미 등으로 석유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동남아와 같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마케팅 네크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urope
London

Indonesia

Malaysia

Bangladesh

Philippines

Houston

Singapore

Taiwan
Hong Kong

JapanChina

India

New zealand

Australia

Panama

Vietnam

Seoul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글로벌 수출입 시장

Business Review

이슈정의

신흥국의 수요부진과 미국ㆍ중동간 주도권 확보 갈등 

으로 시작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정유업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내에서는 내실있는 경영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사업 시장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시장 공략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하여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주주,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15개국 22 
개 광구

보유 광구 

4 개국 4 
개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Ke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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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권역 별 기유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현지 성장 가속화

SK루브리컨츠는 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 별 기유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네시아 Pertamina와 ‘Patra SK’를 설립하여 현지  

윤활기유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 천진에 윤활유 완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에서는 최근 강화된 유럽 환경기준에 따라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 Repsol과 합작법인 ‘Iberian 

Lube Base Oil Company’를 설립하고 스페인 카르타헤나 현지에 윤활기유 생산공장을 건설해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SK루브리컨츠는 향후에도 해외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합작 기업, 전략적 제휴 등의 다각적인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APEC 공식 행사 차량 전기차 ES210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베이징전공· 

베이징자동차와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BESK 테크놀로지’를 설립하였습니다. BESK는 북경에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구축하고,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BESK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ES210과 EV200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ES210는 지난해 11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공식 행사 차량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BESK를 기반

으로, 중국 내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생산공장 

글로벌 투자 확대

비전통 자원 개발을 통한 미국사업 진출의 교두보 마련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석유개발 법인을 중심으로 셰일가스ㆍ오일 등 비 전통 자원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전통 자원이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기술적 한계와 높은 개발비용 등의 이유로  

개발되지 않다가 최근 신기술의 개발로 경제성 있는 채굴이 가능하게 된 석유자원으로, 대표적으로 오일

샌드, 셰일오일ㆍ가스를 포함한 타이트 오일ㆍ가스 등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석유개발업체가  

보유한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기술과 노하우를 내재화시켜 ‘셰일가스 혁명’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비 전통 

자원 개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비전통 자원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하여 북미 지역은 

물론 향후 남미, 중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중국진출 다각화

SK종합화학은 중국 최대 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과 손잡고 우한시에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설립

하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에틸렌 80만 톤, 폴리에틸렌 60만 톤, 폴리프로필렌  

40만 톤 등 총 25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184억 위안의 매출 달성과 

더불어  상업 생산 개시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우한 프로젝트’의 성과로 중국 시장 내에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석유화학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닝보시 정부와 합작하여 ‘닝보-SK 합성고무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15년 4월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해 연간 5만 톤 규모의 EPDM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내 

최초로 SK 주도로 수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 공장 전경

세계 3대 석유물류 거점 확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중동 지역(두바이 지사)을 포함해 세계 3대 석유물류 거점인 싱가폴(싱가폴  

법인),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지역, 미국 걸프만 지역(휴스턴 법인) 등에서 해외법인,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법인은 현지 트레이더를 채용하고 Storage를 운영하는 등 트레이딩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거점 확보와 현지 

인력 활용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Oklahoma의 비전통자원 개발 시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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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국내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객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경질유 내수시장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를 달성(SK에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국내 1위 정유회사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너지 마케팅 활성화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산업 이외의 기타 산업영역과의 전략적 연계와 공동마케팅 추진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합 주유소 확대

SK에너지는 국내 최다 주유소를 보유(2014년 12월 말 기준)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별  

주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의 세차,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의 특성과 주유소 상권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油)외 사업을 발굴하여  

복합화 주유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형태의 유외  

수익사업과의 접목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생존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구 상인 셀프 복합 주유소 인천 송도 행복 복합 주유소

웹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SK에너지의 마케팅 홈페이지인 엔크린닷컴(www.enclean.com)을 운영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엔크린 앱을 오픈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중심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엔크린닷컴
(www.enclean.com)

멤버십 및 프로모션 혜택 제공

SK에너지는 1996년 정유사 최초로 멤버십 개념을 도입한 이래, 현재 엔크린 보너스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SK주유소 이용 시 0.1%, 충전소 이용 시 0.5%의 SK캐쉬백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휴카드를 통해 리터당 100~150원의 높은 할인·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고객

에게 이를 제공하고자 SK에너지와 제휴하는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제휴카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12년부터는 ‘3천 포인트 특권’ 프로모션을 시작하여 고객 포인트 대비 최소 7배 이상의 상품을 

증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고객 설문조사를 진행해 확인한 결과, 최종고객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천 포인트 특권 참여 고객

2012년 2013년 2014년

97만 명

3회
156만 명

4회
106만 명

3회

고객 가치 향상 

SK이노베이션은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CS 표준 전파 및 주유소 CS 수준 점검

SK주유소 CS(Customer Satisfaction) 표준인 ‘SK주유소 CS 실천요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주유소 현장 CS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CS 표준 실행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분석 결과는 주유소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서비스 개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OC (Voice Of Customer) 수렴 체계

SK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SK에너지 고객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영역별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고객 문의 및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

엔크린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신 백신프로그램 및 암호화 통신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센터 

(SOC : Security Operation Center)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 담당  

직원을 최소 규모로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SK그룹 차원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5점 만점) 4.0점 

주유소 영업기여 체감

고객관리 효과 있다. 75%

유통고객

고객 설문조사

최종고객

고객만족도 (5점 만점) 4.2점 

SK주유소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있다.  98%

SK주유소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96%

포인트 가치를 이전보다 크게 느낀다.  97%

다음에도 참여하겠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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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경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영향의 확대와 산업계의 안전사고 증가 등 경영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전ㆍ보건ㆍ환경(SHE : Safety, Health, Environment)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의 구축에 정부 및 학계,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SHE 중심의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응방향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관리시스템을 유지ㆍ개선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HE 관리역량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SHE를 기업 

문화에 내재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Report 2014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 확보

SHE competitiveness at the global level

37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상대응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2015년부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법규 준수 및 대응을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HE경영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구성원 및 협력회사의 SHE 역량 향상과 SHE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

19  투자자1)

9  구성원

32  지역사회2)

고객  22

협력회사  18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SK이노베이션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2014년의 주요 관심 이슈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는 이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이슈는 구성원 영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2) NGO, 사회복지기관 등

18  투자자1)

25  구성원

19  지역사회2)

고객  21

협력회사  17

글로벌 수준의 SHE 경영 (단위 :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단위 : %)

Foc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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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60 
TJ 

2014년 에너지 사용량

13,311천tCO2eq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이슈정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략적 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진기업군을 

중심으로 설비효율 개선과 자원 사용 관련 DB 구축 

등 주요 에너지원 절감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녹색경영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노력 

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 

니다.

이상 기후 및 환경 변화는 기업의 경영과 사업 전개에  

예상치 못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증가 

시켜 신규 투자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

지만, 효과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사용량 관리 등  

환경경영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온 기업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 

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view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미래세대의 자원을  

보존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회의 요인이 됩니다. 기업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과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 보존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Key Figure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시스템(GEMS)구축

생산정보시스템(OIS, Operation Information System)과 연동한 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시스템(GEMS, GHG & 

Emiss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ㆍ 운영하고 있습니다. GEMS는 생산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온실 

가스 배출량으로 실시간 자동 산정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SK이노 

베이션은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서 다루는 각종 정보 등이 동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은 온실가스ㆍ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지정된 이후 정부의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목표관리제 의무가 종료되어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 

되는 배출권거래제에 중점을 둔 이행체계 구축을 통해 성실한 법규 준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2015년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비해 SK이노베이션은 2007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 차원의 이행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배출권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여 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환경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배출권 거래제 시행 History

2007

국내 최초 사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

2009

전사 통합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2010

SK이노베이션 관계사 및 

한국 동서발전과 모의거래 실시

2011

국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2015

국가 배출권 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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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을 위한 활동

업무용 전기 자동차 운영 및 충전소 설치

2012년부터 업무용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를 도입하여 2015년 현재, 본사를 기준으로 전기 승용차 소울  

4대, 레이 1대 및 완속충전기 8대와 급속충전기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활용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내ㆍ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내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SK이노베이션 본사 사옥에서는 전력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 시간대의 전력을 활용하여 얼음을  

만들었다가 주간 근무시간에 녹여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내는 빙축열 냉방 시스템을 가동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각종 장비의 가동시간과 설정값을 최적화함으로써 2013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17.3% 절약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서울특별시 선정 에코 마일리지 우수 

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항 목 2013년(4~9월) 2014년(4~9월) 증감

전 기 3,203,908 2,708,932 15.4% 절감 

가 스  347,507 224,034 35.5% 절감 

수 도 10,544  9,944 5.7% 절감 

합 계 3,561,959 2,942,910 17.3% 절감 

* 2014년도 하반기 에코 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 시 구청 제출 자료 기준

본사 사옥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단위 : kgCO2)

사외 에너지 재활용

사외의 여유설비를 활용하여 인근업체에 값싸고 안정적인 스팀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사업을 운영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산 성암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장 발생가스를 

연료화하여 금호석유화학과 울산시 쓰레기 소각로에 공급하는 등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에너지 사용량

구분
직접에너지 간접에너지

총량
연료사용량 전기사용량 스팀사용량

SK이노베이션 944 1,950 0 2,894 

SK에너지 65,053 17,209 8,727 90,989 

SK종합화학 55,620 10,292 12,846 78,758 

SK루브리컨츠 2,199 1,225 2,344 5,768 

SK인천석유화학 23,817 6,446 186 30,449 

합 계 147,633 37,122 24,103 208,858 

(단위 : TJ)

1) LTI:  Lost Time Incident rate, 100명이 약 1년간(2,000시간)근무 시 발생하는  

 인체상해사고 비율

2) UCL:  Unplanned Capacity Loss, 연간 계획된 공정 가동시간 대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처리량 손실시간 비율 (%)

0.16

2014년 LTI1)

0.208

2014년 UCL2)

이슈정의

기업은 시스템경영을 통해 구성원, 사업장, 지역사회의 

안전ㆍ보건ㆍ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 

니다. 특히,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SHE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차별 

적인 경쟁력을 반영한 SHE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SHE 관리소홀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화

되는 환경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시 경영활동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SHE 기준을 수립ㆍ운영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siness Review

SHE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운영, 구성원 건강증진, 오염 

물질 최소화 등 SHE 관리 및 대응 활동은 기업시민 

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들의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Ke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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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경영관리시스템 

SK이노베이션은 안전ㆍ보건ㆍ환경(SHE: Safety, Health, Environment) 경영을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2012년 CEO 산하 직속으로 SHE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SHE본부는 전사  

SHE 경영 총괄조직으로서 SHE 경영관리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구성원의 SHE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며, 선도적 법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최소화, 

오염물질 최소화 등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ㆍ발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HE 경영관리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사차원의 SHE 규정 및  

사업장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SHE 리더십 기반의 이행성 확보와 SHE 감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라 기업의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선진기업의 우수대응사례를 참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개선하였으며, 현장 비상 

대응 실행력 강화, 대형사고 비상대응 관리 강화 및 비상대응 역량 제고의 3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보완

하였습니다.

비상대응 역량 제고

대형사고
비상대응 관리 강화

현장 비상대응 실행력 강화

주요 개선 방향

ㆍSK이노베이션 비상 대응 방침 제정

ㆍ외부신고 / 내부보고 기준 명확화

ㆍ비상대응 등급 체계 개선

ㆍ본사 비상대응 미션 및 업무영역 재정립

ㆍ비상대응실행계획 운영 기준 정립

ㆍ강화된 언론 및 SHE 분야의 상세 비상대응 기준 정립

ㆍ비상대응 훈련 강화

ㆍ비상대응체계 관리 강화 - 기준절차 및 시설관리

SHe Management System Framework

Drive 이행성 확보

Feedback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공정ㆍ설비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학물질

관리

SHE

사고관리

비상대응

관리

SHE
감사

SHE
Leadership

변경관리
협력회사

SHE 관리

SHE

교육훈련

SHE

법규관리

SHE

이해관계자 Comm.

지속 개선

비상대응 운영원칙

1st 생명보호 2nd 환경보호 3rd 자산 및 이미지 보호

현장 비상대응 실행력 강화

현장 중심의 신속한 비상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이후 자산과 이미지를 

보호한다는 운영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현장 비상대응활동의 모든 권한을 사업장 최고책임자 

에게 부여하고, 외부신고와 내부보고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한편,  

비상대응 등급체계도를 개선하여 통합위기대책위원회의 운영을 명문화하고 등급 산정 시 기존의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사고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사고 비상대응 관리 강화

사업장과 본사와의 비상대응 관리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하여 사업장 사고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사는 비상대응 현장지원과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성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세 매뉴얼만으로는 대형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회의 운영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비상대응 계획  

보고양식을 도입해 대형사고의 경우 서면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비상대응 역량 제고

훈련 항목 및 주기를 명확히 하고 훈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비상대응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검토ㆍ개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는 등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회의 운영 기준도입 

1. 대응목표 수립 회의

2. 전략수립 회의

4. 계획 승인 / 업무지시 회의

3. 실행계획 수립 회의

실행력 강화

Planning 
Cycling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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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운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이루어가는 기초 요소이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이행수준 및 위험요소 점검, 그리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산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성원 

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함께 일하는 협력회사의 자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생산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정 모니터링과 안전 점검을 통해 공정 전 과정을 관리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 말 기준으로 14개 대상 공장 중 7개 공장이 최고 등급인 P등급을, 7개  

공장이 그 다음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정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대상 공장이 P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성원의 SHE 역량 향상 및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원 보건관리

구성원의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Complex

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체력측정/운동처방실, 건강교육실 등의 시설과 다양한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종합건강진단을 정밀종합건강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원

에서도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구성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사와 울산 

Complex, 기술원에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의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

니다.

협력회사 안전관리

SK이노베이션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협력회사의 SHE역량이 동반 향상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다양한 협력회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법규 충족의 수준을 넘어 협력회사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

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협력회사 KOSHA / 

OHSAS 18001 공동인증 취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Safety 2015’ 슬로건 아래 총 

41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에서는 컨설팅 비용 등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회사들은 국내 및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기,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자체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구매 시와 

공정 변경 및 작업방법 변경 시 수시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배출시설에 배출오염 원격감시체계(TMS, Tele-Metering 

System)를 도입하여 상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쾌적한 대기 

관리를 위해 악취방지시설 운영 및 사업장 주변 환경 문제와 관련된 VOC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

폐수처리능력과 수자원 활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질 원격 감시체계 

관제시스템 및 고효율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인 분리막 생물반응기(MBR, Membrane Bio Reactor)를 설치 

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로 개발한 WAO*를 활용해 폐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부식성 물질이 포함된 용수는 재처리 후 염분제거용 용수로 재사용하고, 폐수처리 완료된 

용수 중 일부는 소방용수 및 조경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WAO : Wet Air Oxidation, 습식산화공정시설

폐기물 관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폐기물처리시스템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폐기물 배출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지정폐기물 중 폐유의 경우 재생연료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성원 및 협력회사 구성원을 대상 

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폐기물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현황

구분 폐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배출지

SK에너지(울산)
울산Complex 폐수 처리장 생물학적+고도처리 공공수역(동해)

No.2 FCC 폐수 처리장 생물학적 용연하수종말 처리장

SK종합화학(울산)
PE/PP 폐수 처리장 물리화학적 용암폐수처리장

EPDM 폐수 처리장 생물학적 용암폐수처리장

SK인천석유화학(인천) 인천석유화학 폐수 처리장 생물학적+고도처리 가좌하수종말 처리장

SOx     NOx     Dust 

* 울산(SK에너지, SK종합화학) 및 

  인천(SK인천석유화학) 사업장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

3,779
2012 8,335

282

3,598
2013 8,016

226

3,743
2014 8,910

195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단위 : 톤)

* 울산(SK에너지, SK종합화학) 및 

  인천(SK인천석유화학) 사업장 기준

2012
33,850
69,419

2013
30,368
58,974

2014
30,609
6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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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보건경영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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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경
협력회사는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함께 이루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기업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회사에 대한 투명한 성과  

평가와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협력회사와 눈높이를 맞춘 동반성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반성장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의 구축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응방향
SK이노베이션은 보다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CEO 산하 직속으로 전담 조직인 동반성장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협력회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에 대한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를 통한 보상으로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 및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상생의 경영에서 가장 앞선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Mutual growth with suppliers

47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회사 지원 확대, 협력회사 소통 채널 다양화, 투명한 성과평가 및 

보상 등 다방면에서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부터 3년 연속 동반성장 지수평가 최우수 명예기업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협력회사와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회사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성과 보상을 통한  

투명한 성과평가 체계 및 문화를 정립해나갈 예정입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

34  투자자1)

13  투자자1)

28  투자자1)

17  구성원

16  구성원

23 구성원

고객  13

고객  25

지역사회2)
  14

고객  28

협력회사  23

협력회사  17

협력회사  16

22 지역사회2)  

11 지역사회2)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단위 : %)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단위 : %)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 (단위 :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SK이노베이션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2014년의 주요 관심 이슈를 분석한 결과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과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및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협력회사 기술력 강화 지원’ 이슈는  

투자자 영역에서,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이슈는 고객 영역에서, ‘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이슈는 고객 및 투자자 영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2) NGO, 사회복지기관 등

Foc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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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원유정제, 판매 등 가치 창출 과정에서 협력

회사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우수 

협력회사의 기술적 가치는 탐사비용이나 생산비용의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공급망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Business Review

이슈정의

협력회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은 동반성장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에 대한 자금과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이익률 둔화가 예상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

니다. 이에 협력회사와의 공유가치를 실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 

활동과 투자, 공동의 사업수행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Review

Key Figure

587 억 원

2014년 협력회사 지원 현황

490 
억 원

동반성장펀드 운영

교육 지원

협력회사의 업무 역량은 자사의 경쟁력과 연계되어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강 및 숙박 관련 비용은 전액 SK이노베이션에서 지원 

하여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울산 CEO 세미나, MBA 실무교육, 이러닝 교육, 온라인 기술 교육  

등을 통해 회계/재무, 마케팅, 공정/장치 등 필요한 업무 분야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내용 

울산 CEO Seminar CEO 경영/경제, 조직/변화 관리, 국내외 시황, 시사 등 

MBA 실무 교육 부ㆍ차장급 중간관리자 기획, 회계/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등 

온라인 e-Learning 교육 실무자 마케팅, 리더십, 인사/조직, 회계, IT, CS, OA 등 

온라인 기술 교육 실무자 공정/장치, 재료/부식/장치검사, 통계적 공정관리 등 

기술세미나 실무자 원유/납사 및 화학제품 시황 및 전망, 신제품 및 기술 소개 등 

교육 지원 현황

안전 지원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개선 및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4개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구성된 안전보건 공생협력단과 실무협력단의 모임을 각각 반기1회, 월1회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67개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환경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절차 준수, 안전표지 부착, 안전 

보건교육 실시) 준수와 협력회사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우수 구성원을 포상하는 등 

협력회사의 안전한 현장 운영을 위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직접 지원과 더불어 동반성장보증협약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이용한 간접지원 등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

베이션이 270억 원, SK종합화학이 220억 원을 출연하여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함으로써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협력회사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 중소 협력회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K 동반성장 협력회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 

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및 울산 지역 약 40여개 협력회사가 참여하여 협력회사 별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사전에 웹사이트를 오픈하여  

참여 협력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등록 신청을 받음으로써 원활한 현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 특강 및 적성 

검사,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들의 실질적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와 협력회사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동반성장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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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회사 간 유대관계를 

든든히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업무 

효율 및 능률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더불어  

협력회사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view

이슈정의

협력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유대관계 및 공동체 

의식 강화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관계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협력회사 CEO 및 

임직원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09 
명 

동반성장 CEO 세미나 참석 인원

699 
명 

2014년 설비 협력회사  

정기협의회 참석 인원 총계

Key Figure

동반성장 CEO 세미나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의 CEO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영지식을 나누고 있습 

니다. 각 사의 CEO들은 세미나에 참여하여 협력회사 간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SK 동반성장 

위원회의 위원장과 건의사항을 논의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과의 신뢰관계를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협력회사의 건의사항은 중소기업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생산됩니다.

설비 협력회사 정기협의회

설비 협력회사의 안전ㆍ보건ㆍ환경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 매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달 

약 80명이 참여하는 정기협의회에서는 '안전'을 주요 안건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 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 사례 공유, 비상대응 우수자 포상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환경 및 설비 등 해당 이슈 담당 임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상담 및 불공정거래 신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상담 및 불공정거래 신고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

회사는 부당한 거래 발생 혹은 건의사항이 있을 시 SK이노베이션의 통합 구매시스템 (www.skbiok.com)과 SK종합 

화학 홈페이지(www.skglobalchemical.com)에 접속하여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및 신고  

내용은 비공개되며 해당사안에 대한 조치를 e-mail로 공유하여 상생의 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활동 소개

장치/검사/기계/물류 
협력회사 간담회 

상시 협력회사의 SHE관리 역량 향상 및 업무 확대 계획 논의 등 

동반성장 CEO 세미나 월1회 협력회사 CEO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사례 공유 등 

협력회사 CEO 간담회 연1회 협력회사의 품질 및 SHE관리 계획 공유 및 토의 등 

설비 협력회사 정기협의회 월1회 
설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 사고 

사례 공유 등 

2014년 협력회사 소통 채널

통합 구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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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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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 제공은 협력회사 근로

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직접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간 거래에 부정적 거래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view

이슈정의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은 협력회사에 건전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협력회사 선정 및  

관리 측면에서 투명한 성과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 

지는 공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 및 혜택 제공을 통해 협력회사의 성장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

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 평가와 더불어 

성과와 평가를 연동하는 등의 지속적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35 
개사 

2014년 협력회사 정기평가 대상

41 
개사 

정비동 무상 제공 심사 기업

Key Figure

협력회사 정기평가

공정한 협력회사 성과평가 및 보상을 위해 매년 협력회사 정기평가를 시행하여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품질

부문, 시공능력부문, SHE부문으로 구성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 및 시정 조치 등을 통해 협력

회사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
협력회사와의 성과공유를 통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공유과제를 수립하고 성과공유종합 

관리시스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과 협력회사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성과배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공동

기술개발’, ‘작업품질과 안전관리 향상’, ‘원가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동 무상 제공

작업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설비신뢰도 제고를 중점 과제로 삼아 공정 및 인체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에 협력회사 정비동(사무실, 정비 샵, 유틸

리티 서비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동 내 입주 협력회사 적합성 

심사와 재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41개사의 기입주 협력회사와 신규 

입주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동 입주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더 많은 협력회사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력회사 무상제공 정비동 전경

2014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SK종합화학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아 2014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협력회사와의 정기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역량제고 프로그램, 연구개발 인프라, 안전관리 수준 향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석유화학업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된 것입니다. SK종합화학은 향후에도 협력회사와의 선순환적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반성장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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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협력회사 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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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배경
오늘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주변의 경제 생태계와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회공헌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짚어 일회적 성격의 자선 활동이 아닌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응방향
SK이노베이션은 자선적, 시혜적 차원에서 행하는 단순 기부 형식의 일차원적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원활동이 바로 ‘사회적기업’ 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기업의 기획, 설립, 운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장터 등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 실현

Achieve win-win through social contribution

55

SK이노베이션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사회적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컨설팅ㆍ마케팅ㆍ판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SK이노베이션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2014년의 주요 관심 이슈를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을  

통한 상생 실현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업장 중심의 지역밀착형 활동 전개’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이슈는 구성원 영역에서,  

‘사업장 중심의 지역밀착형 활동 전개’ 이슈는 투자자 영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  투자자1)

26  투자자1)

16  구성원

25  구성원  

12  지역사회2)

18  지역사회2)

고객  23

고객  19

협력회사  21

협력회사  24

사업장 중심의 지역밀착형 활동 전개 (단위 :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단위 : %)

1)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2)  NGO, 사회복지기관 등

Foc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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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개 

방문 농가

90 
개

방문 타지방 농가

98 
명

농촌학생 방문

40 
건

농업기술 이전

2014년 야차이와시 농촌진흥 프로그램 진행 성과

사회적기업은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전반에 혜택을 

분배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view

이슈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기업의 목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또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전 사회적 고용 창출 및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NGO 또는 복지시설과 그 기능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단체가 영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 

하는데 기여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Key Figure

해외 사업장 사회적기업

페루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My Eco-Tech Farm ‘야차이와시’

야차이와시는 농촌진흥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정보 및 기술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농촌 

빈곤, 도시 이주 농민의 빈민화를 겪고 있는 페루 지역에 자립적인 농가를 육성하고자 SK-Prosynergy 

주도 하에 민간기업, 정부, 학계, NGO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세운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 야차이와시는 온라인 기반의 농작물 관리 프로그램을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전문가의 농가 방문, 미소금융 주선/지원 등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2012년 12월 야차이와시 1호점 건립을 시작으로 2013년 9월에는 2호점이 오픈되었으며 2014년

에는 ‘마카’ 와 ‘키누아’ 등 수익성 농산물 시장으로의 진출 등 수익 모델을 개선하여 야차이와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페루 정부, 학계, 현지 농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야차이와시  

3호점 건립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페루 현지의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페루 현지의 부실한 공공교육 정책과 낮은 교육 관심도, 교육기관의 수준저하 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My School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My  

School 프로그램은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강습방법, 강의자료 등 학습 

정보는 물론 e교과서ㆍ온라인도서관ㆍ문제집 등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가  

평가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시스템, 상호 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톨릭 대학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수준을 제고하고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 

니다. 웹사이트 중심의 My School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K이노

베이션은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사항 검토 등을 통해 페루 현지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참여 학생 

2012 2013 2014

7,034 9,935 12,756 

My School 프로그램 참여 현황  

참여 교직원 (단위 : 명)

2012 2013 2014

634 899 1,126 

야차이와시 1호점 전경 My school 프로그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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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현황

분당시니어클럽(분당)
세탁사업장 운영

청원시니어클럽(청주)
도시락 배달사업

대덕시니어클럽(대전)
블루베리 재배 및 가공품 생산 판매

대구수성시니어클럽(대구)
아파트 택배

(2015. 4. 예비사회적기업 승인 완료)

종로시니어클럽(종로)
서울시 지하철택배 통합 ‘실버나래’

나누는 사람들(전주)
전주빵 생산 및 판매장 운영

성남시니어클럽(성남)
콩떡 생산 및 판매 사업

여민동락(영광)
건조 농산물 생산 및 판매

국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2013년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공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부터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전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 모델에는 약 3년에 걸쳐 자금과 법인  

운영, 인사, 노무, 회계,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2013년 4개 기관을 선정한 데 이어 2014년에는 2차 공모사업을 통해 4개의 기관(성남시니어클럽, 분당 

시니어클럽, 대덕시니어클럽, 청원시니어클럽)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떡 생산 및 세탁사업장 운영, 블루베리 재배 및 2차 가공품 생산ㆍ판매, 도시락 배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차 사업을 통해 약 110개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향후 각 사업의 사회적기업전환 

및 안정화 정도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한농원 

대구수성시니어클럽 (아파트 택배)나누는 사람들 (전주빵 카페)

사회적기업 행복장터 행복꽃동산 만들기

분당시니어클럽 (세탁사업 발대식)

행복장터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확보 및 홍보를 위해 2013년 사회적기업 팝업스토어를 오픈ㆍ운영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서린빌딩 청계방향 광장에 사회적기업 장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버섯 

배양 키트,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나는 수제종이 카드, 이주여성이 만든 통영전통 누비 제품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SK구성원과 주변 직장인, 그리고 청계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행복꽃동산 만들기

매년 봄, 초화를 생산ㆍ판매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SK1004봉사단이 활동하는 복지시설의 자투리 땅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온 행복꽃동산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대, 복지시설 환경개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1석 3조의 효과와 더불어 

조성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대상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복한농원

2006년 24시간 영ㆍ유아 보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첫 발을 내디딘 SK이노베이션은 

2008년, 2009년에 걸쳐 사회적기업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고마운손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렇게 

설립지원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기획부터 설립, 운영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농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행복한농원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 문제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초화류와 야생화, 관목류 재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노인일자리(계속 고용 8명,  

2014년 기준)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내화분 관리와 꽃 배달 등 수익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복한농원이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관내 복지시설/정신 

보건센터/ 어린이집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예치료, 농원 체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한해  

약 300여 명의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이 행복한농원의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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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3명 

34,053 
시간 

사회공헌 참여 인원 (누적)

사회공헌 참여 시간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원활한 사업  

전개와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과의 소통 및 지역사회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기업 간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view

이슈정의

다수의 기업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소외계층 및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지역민과의 

유대와 소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 

으로써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과의 신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Sustainability Review

Key Figure

사업장 별 사회공헌 채널 

환경

환경사랑글모음 대회

1993년 비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된 환경사랑글모음 대회는 2011년 시각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대회로 전환된 이후, 참가 대상을 청각장애아동, 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특수학교 장애아동뿐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아동ㆍ청소년 

으로 참가 대상이 확대되어 시, 산문, 그림일기, 예쁜 노랫말 짓기, 환경사랑 기자 부문 등 다양한 부분에서 

2,700여명의 장애 아동ㆍ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ㆍ캠페인

에너지의 소중함을 주제로 12편의 애니메이션, 학습 게임, 웹툰 등을 제작하여 국내 최대 온라인 업체인  

쥬니어네이버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2015년 4월말 기준 5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된 컨텐츠는 교육부와의 MOU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교재로 만들어져 교육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울산 나눔 축제, 

에너지의 날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12만 명 이상이 

모인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박람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업 및 구성원의 재능기부를 연계하여 전국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프로그램 ‘에너지  

투마로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대공원 숲속공작실

2006년 울산대공원 내에 자연학습체험형 교육공간인 숲속공작실을 개장하여 울산시에 인계한 이래, 직접 

운영을 지속하며 지역민들의 여가문화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자유 나무공작, 영어로  

진행하는 나무공작, 한지공예, 냅킨공예, 스메듀, 펄러비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참여한 울산시민 

3,251명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2015년에는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기증품 만들기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랑글모음대회

‘에너지의 날’ 행사

울산대공원(숲속공작실)

울산 ㆍ울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

ㆍ울산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ㆍ울산 행복한학교 운영위원ㆍ자문위원

ㆍ울산 장애인체육관 운영위원

ㆍ울산 자원봉사센터 이사/ 실무위원

ㆍ울산 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

ㆍ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ㆍ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상임위원

인천 ㆍ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ㆍ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ㆍ인천 서구 4개동 주민자치위 자문위원

ㆍ인천 서구자율방범대 자문위원

ㆍ인천 석남지구대 서구생활안전협의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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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책 나눔

행복한 동행 (해피그린하우스)

직업체험교실

동반성장

행복한 동행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회사와 SK에너지 대리점을 포함한 240여개 협력기관 중 2013년 5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014년에는 태성플랜트, 대신석유, 대광석유, 한유에너지, 일신화학 등 7개사를 선정하여 서울,  

진천, 충주, 양산 등 해당 협력회사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ㆍ문화ㆍ환경ㆍ복지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으로 2년차를 맞이한 '행복한 동행'은 그동안 협력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기 쉽지 않았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회사의  

사회공헌 관련 업무 경험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회사 인근 지역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사랑의 책 나눔

SK에너지는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SBS와 함께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SK주유소, 주유고객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기부하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랑의 책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K에너지는 고객들이 SK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고, SK주유소들도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1:1 결연을 맺고 자율적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9월에는 누적 기부도서가 10만 권을 돌파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40,942권의 아동도서를 기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에는 시설이 노후한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개ㆍ보수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 데 이어 2014년에는 6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제 2회 독서사례대회를 열어, 그 간의 독후활동을 평가함과 동시에 우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내트럭 하우스

SK에너지는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화물차량 중심의 휴게소인 내트럭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광양사업소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 14개의 사업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4개의 신규 사업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학생 직업체험학습

SK인천석유화학은 미래세대 주역인 인근 지역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돕기 위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7개교 460여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체험

학습은 학생들을 SK인천석유화학 공장으로 초청하여 직종과 직무에 관한 강의 및 현장견학을 통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 진로탐색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은 2014년 10월 

실시한 이래, 지역사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등생 대상으로는 에너지의 생성 및 절약 등을 주제로 

한 에너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reSearCh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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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echnology
SK이노베이션은 ‘핵심사업 경쟁력 혁신 및 기술 기반 신사업 발굴’을 목표로 에너지, 화학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지속 

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Global Technology는 SK이노베이션 및 계열사의 R&D를 담당하는 핵심 기술 

개발 조직으로, 석유, 석유화학, 폴리머, 윤활유, 배터리, IE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아로마틱 & 올레핀

ㆍ탄소소재 & Acrylic코팅소재

ㆍ신촉매 & 공정

ㆍ반도체공정용 Chemical

ㆍ프리미엄 폴리에틸렌(Nexlene)

ㆍEPDM

ㆍPE/PP 제품 차별화

ㆍ리튬 배터리 분리막

ㆍ연성회로기판 소재

ㆍ광학 소재

ㆍ전기 자동차

ㆍ에너지 저장 시스템

ㆍ고급연료 / 아스팔트

ㆍMolecule Mgmt.

ㆍ저가유분 고부가화

ㆍE&P 기술

ㆍ고급 윤활기유

ㆍ고급 윤활유

ㆍ산업용 윤활유

Synergy

IE소재배터리

석유 폴리머

석유화학윤활유

연구 분야

기술 경쟁력 혁신을 위한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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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 Process

Materials

Specialty

소재
(IE소재)

윤활유

전자용
Chemicals

저가유분
고부가화

전기 저장  
시스템

저유전
FCCL

장거리
전기차 전지

저유전
Coverlay

Aramid

Carbon
Nano Tube

SOC

PSPBO

Carbon
Fiber

BARC

차세대
ATF

프리미엄
기유 제품

Carbon
Material

Coating

정유

석유화학

Premium
Asphalt

고분자

Nexlene

EPDM

Battery

Energy

Chemicals 
& Materials

WMA 기술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및 시공온도를 기존의 아스팔트 기술(HMA, Hot Mix Asphalt) 대비 약 30℃ 저감하는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도로 성능은 유지하면서 낮은 온도에서 코팅 및 다짐이 양호하도록 아스팔트의 특성을 조정합니다. 환경적으로는 CO₂발생 및 연료소모를  

저감하고, 폐아스콘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며, 도로성능 측면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다짐성과 수분저항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저감 

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WMA기술 적용 시 CO₂배출량과 에너지 연료 절감에 30%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 WMA (Warm Mix Asp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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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별 소개

petroleum
초중질원유 처리기술, 원유증산기술 등 첨단 석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석유 자원 개발과 고성능 석유제품 개발

원유 개선 기술 / 친환경ㆍ고성능 석유제품 / 아스팔트

Lubricant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ocosity Index)의 프리미엄 윤활기유

YUBASETM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고급 윤활유 ZICTM 생산

고급 윤활기유(YUBASETM) / 고성능 윤활유(ZICTM) / 고점도 기유

petrochemical
고부가 아로마틱 제품을 생산하는 독자적인 촉매와 공정기술 보유

올레핀 기술 / 아로마틱 기술 / 석유 기술 / 화학제품 기술

Advanced 

Battery

리튬폴리머 전지를 기반으로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polymers
100% 자체적으로 고성능 폴리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및 

다양한 고객 맞춤형 폴리머 개발

Nexlene / EPDM rubber / On-demand Products

Ie Materials
폴리머 및 석유화학 분야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정보전자 및 

에너지 분야의 신소재 개발 및 생산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 FCCL(연성회로기판 소재) / 광학필름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을 통한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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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기초유화사업 ㅣ 기초유화사업은 나프타(Naphtha)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올레핀계  

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소재사업으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

섬유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합니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기술선점 효과가 높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원유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특성상 유가변동에 민감하며, 세계 경제 및 수급조건에 따라 호·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화학소재사업 ㅣ 화학소재사업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자일렌 등의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고무, 1.4BDO(Butanediol)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전자, 건설, 제약, 의류소재 등 주력 

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유가변동 및 관련산업 경기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민감한 구조입니다.

국제 원유시장
2014년 국제 원유시장은 미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 급증과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상대적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원유공급은 OPEC 국가들이 전년 대비 동일한 생산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비OPEC 국가의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백만 b/d(2.1%) 증가한 93.3백만 b/d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세계 원유수요는 비OECD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유럽과 일본의 경기불황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0.6백만 b/d(0.7%)  

증가한 92.4백만 b/d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평균가격인 $105.5/배럴 

보다 하락하여 $96.6/배럴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들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연중 최고가격이 $111.23/배럴, 연중 최저가격은 $53.60/배럴 등 유가의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산업별 시장 현황

석유산업

석유사업은 석유제품 원가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 등의 원유수출 정책 및 환율의 영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석유사업의  

Value Chain이 원유수입, 제품생산, 수송 및 저유, 제품판매로 구성됨에 따라 원유는 산유국에서 수입하여 

선적한 후, 유조선으로 수송하여 정제설비가 있는 지역의 원유저장탱크에 하역·저장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시 직매처, 주유소 및 중간판매자 등에 판매하는 도매와 주유소(또는 충전소)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로 구분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2014년 누적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

하였습니다. 차량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항공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종의 경우 LPG차량 감소에 따른 LPG 소비 감소, 보일러 

등유 폐지 및 도시가스 보급 등 타연료 전환에 따른 난방용 등유 소비 감소, 중질유 등 비수송용 유종  

소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구분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중유 납사 LPG 기타

2014 

(누적)
822,092 73,475 15,414 144,755 31,094 396,979 89,674 70,701

(100.0) (8.9) (1.9) (17.6) (3.8) (48.3) (10.9) (8.6)

유종 별 소비 추이 (단위 : 천 배럴, %)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14년 12월 기준) / (  )안은 소비 비율 

* Platts 고시가격 기준

두바이유 가격 변동 추이

연평균 (단위 : ＄/배럴)

2012 2013 2014

109.1 105.5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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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산업

윤활유산업은 주요 원재료인 윤활기유(Base Oil)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윤활 

기유는 원유 정제과정 중 고도화 설비인 Hydrocracker에서 생산되는 미전환유(UCO: Unconverted 

Oil)를 추가 공정(감압증류, 촉매)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정유회사 이외

에는 윤활유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윤활기유 시장은 품질 및 성상에 따라 Group I,  

Group II, Group III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시장 별로 상이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및 사용수명이 열위한 윤활기유(Group I) 시장은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향후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고급기유(Group II/ III 등) 시장은 환경규제와 수요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윤활기유 시장은 정제설비와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서 대부분 생산 제품은 기타 아시아 지역, 미주 및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윤활유 시장은 윤활유공업협회 정회원 등록업체만 19개,  

비등록 업체 포함 약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완전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체로는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동남석유공업, 한국발보린, 장암칼스, 

에쓰오일토탈 윤활유(STLC),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습니다. 해외 윤활유 완제품 시장의 경우 Shell,  

ExxonMobil, BP, Chevron, Total, PetroChina, Sinopec, Fuchs, Ashland(Valvoline) 등 다수의 메이저  

정유 회사들이 윤활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현지 윤활유업체들도 다수 존재

하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신규 진출 및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정제 마진 및 PX 시황 약세 지속 등 2014년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740억 원 감소한 65조 8,65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 6,377억 원 감소한 (2,31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연초 배럴 당 107달러를 상회

하던 국제 유가는 북미 셰일 오일 생산 증가 및 OPEC의 생산량 수준 유지 등에 따른 전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연말 배럴 당 54달러까지 약 50%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석유 개발 사업의 손익도 악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SK이노 

베이션은 국제 유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 시장의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 잉여에 따른 수급 약세 및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 잉여 개선 신호가 나오거나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중ㆍ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매출액 영업손익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석유 사업 56,588,893 49,896,814 49,056,300 279,070 59,662 (999,031)

화학 사업 11,835,945 12,111,982 12,635,174 770,567 866,967 359,189

윤활유 사업 2,901,055 2,786,124 2,981,801 313,224 155,365 289,851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1,268,572 1,244,385 1,191,994 355,424 324,424 118,714

계 72,594,465 66,039,305 65,865,269 1,718,285 1,406,418 (231,277)

사업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 원)

석유 사업

석유 사업 부문의 2014년 매출은 2013년 49조 8,968억 원에서 49조 563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7%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9,9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587억 원 감소하여 적자 전환하였

습니다. 2014년 석유 사업은 역내 주요 수입국의 수요 부진에 따른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되고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손실 등의 영향으로 손익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원유의 수요량 대비 높은 공급량으로 인하여 유가 하향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정제시설(Refinery) 운영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술 

차별화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레이딩(Trading) 사업 강화, 

글로벌 시장 허브 구축 등의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한 에너지 

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화학 사업

화학 사업 부문의 2014년 매출은 2013년 12조 1,120억 원에서 12조 6,352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592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58.6%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화학 

사업 부문에서는 올레핀 시황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아로마틱 사업의 대표 제품인 PX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등 역내 중심의 대규모 신증설 집중 및  

PTA 등 Downstream 시황이 지속적으로 약세하여 2014년 PX Spread는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PX 시황은 신증설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제한적으로 개선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등에 판매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영역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한, 다양한 용제 제품과 고부가 폴리머 제품 생산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 

입니다.

윤활유 사업

윤활유 사업부문의 2014년 매출은 2조 9,81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13년 1,554억 원에서 2014년 2,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6.5%,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 

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비용 감소로 기유 Spread가 상승하며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 

습니다. 2015년 시황은 2014년 대비 신증설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4월 다국적 에너지기업 Repsol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스페인에 Group III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하여 2014년 9월 상업가동을 시작하였 

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Group III 기유시장 점유율은 35% 내외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 및 Capacity 확보를 통해 기유 시장 Market Leader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부문의 2014년 매출은 1조 1,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 하락하였고,  

영업이익은 1,187억 원으로 전년 3,244억 원 대비 약 63.4% 하락하였습니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석유개발 사업의 매출 및 이익 감소입니다. 2015년 석유개발 사업  

실적은 베트남 및 북미 광구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및 저유가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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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구분 2012 2013 2014

매출액 72,594,465 66,039,305 65,865,269 

매출원가 69,002,293 62,765,681 64,291,605 

매출총이익 3,592,172 3,273,624 1,573,664 

판매비와 관리비 1,873,887 1,867,206 1,804,941 

영업이익 1,718,285 1,406,418 -231,277 

금융수익 2,158,039 1,637,784 2,616,560 

금융원가 2,322,453 1,862,975 2,965,644 

지분법손익 139,949 67,709 130,775 

기타영업외수익 89,456 127,256 86,445 

기타영업외비용 81,264 237,045 129,92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1,702,012 1,139,147 -493,069 

계속영업손익법인세비용 507,099 337,111 -17,237 

계속영업연결분기순이익(손실) 1,194,913 802,036 -475,832 

중단영업손익 -12,562 -23,303 -61,334 

당기순이익(손실) 1,182,352 778,733 -537,166 

기타포괄손익 -226,432 55,585 88,695 

총포괄손익 955,920 834,318 -448,471 

(단위 : 백만 원)

요약재무상태표

구분 2012 2013 2014

유동자산 17,885,166 16,997,440 14,888,371 

비유동자산 15,945,914 18,291,430 20,212,943 

자산총계 33,831,080 35,288,870 35,101,314 

유동부채 12,024,818 11,665,350 11,403,361 

비유동부채 5,458,237 6,708,266 7,636,896 

부채총계 17,483,055 18,373,616 19,040,257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5,371,342 15,839,458 15,000,341 

  자본금 468,570 468,570 468,570 

  기타불입자본 5,757,017 5,756,998 5,756,982 

  연결이익잉여금 9,114,823 9,535,337 8,636,046 

  기타자본구성요소 30,932 78,553 138,743 

비지배지분 976,683 1,075,796 1,060,716 

자본총계 16,348,025 16,915,254 16,061,057 

(단위 : 백만 원)

(단위 : 억 원)사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구분
2012 2013 2014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석유 565,889 2,791 498,968 597 490,563 (9,990)

화학 118,359 7,706 121,120 8,669 126,352 3,592 

윤활유 29,011 3,132 27,861 1,554 29,818 2,899 

석유개발 및 기타 12,686 3,554 12,444 3,244 11,920 1,186 

정부의 재정 지원

구분 2012 2013 2014

에특융자금 24,673 7,592 13,946 

* 에특융자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액)으로, 자원개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개념임. 

(단위 : 천 달러)

5%이상 주식소유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SK㈜ 30,883,788 33.4

국민연금 7,735,070 8.41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주, %)

주요 관계회사의 SK이노베이션 지분율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100 100 100 68 100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

연구개발 투자

구분 2012 2013 2014

연구개발비 149,401 151,331 138,379 

연구개발비/매출액 0.20 0.23 0.21

(단위 : 백만 원, %)

현지구매 비율

구분 2014

전체 공급업체를 통한 물품 및 장비 구매액 9,126

현지 공급업체를 통한 물품 및 장비 구매액 4,153

현지구매 비율 45.5

* 현지 : 국내 공급업체 기준

(단위 : 억 원, %)

Sustainabl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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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DSIS(한국석유공사) 보고 기준

(단위 : 천 배럴)연도별 원유 도입량

구분 2012 2013 2014

원유도입량 307,019 293,185 278,667

구분 2012 2013 2014

SK이노베이션

직접배출 40 39 48

간접배출 74 74 95

합계 114 113 143

SK에너지

직접배출 6,120 5,996 6,420 

간접배출 1,140 1,170 1,316 

합계 7,260 7,166 7,736 

SK종합화학

직접배출 2,461 2,424 2,688 

간접배출 1,122 1,159 1,289 

합계 3,583 3,583 3,977 

SK루브리컨츠

직접배출 62 75 105 

간접배출 147 146 207

합계 209 221 312

SK인천석유화학

직접배출 632 575 830 

간접배출 190 171 313

합계 822 746 1,143

* 적용 배출계수가 변경되어 2012년,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소급적용함
* 명세서 기준

(단위 : 천tCO2eq )온실가스 배출량

　 2012 2013 2014

직접 배출량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총 직원) 146 143 159 

간접 배출량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총 직원) 43 41 51 

전체 배출량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총 직원) 189 184 210 

(단위 : 천tCO2eq/명)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환경

에너지 집약도

구분 2014

집약도(에너지 사용량/총 직원) 33

(단위 : TJ/명)

구분 2012 2013 2014

SOx 

SK에너지(울산) 3,206 3,165 3,322

SK종합화학(울산) 213 208 200

SK인천석유화학(인천) 360 225 221

NOx

SK에너지(울산) 6,226 6,097 6,887

SK종합화학(울산) 1,197 1,157 1,189

SK인천석유화학(인천) 912 762 834

Dust

SK에너지(울산) 224 177 141

SK종합화학(울산) 38 32 31

SK인천석유화학(인천) 20 17 23

폐수 배출 농도

구분 법적기준/자체기준 2012 2013 2014

COD

SK에너지 울산CLX 40/20 10.5 8.1 9.3

No.2FCC 90/70 17.3 14.9 20

SK종합화학 PE/PP 90/70 8.5 8.4 6.9

EPDM 90/70 24.1 25 15.4

SK인천석유화학 인천 90/40 19.8 14.6 10.9

SS

SK에너지 울산CLX 10/8 2.9 4.4 3.1

No.2FCC 80/60 36.7 32.5 25

SK종합화학 PE/PP 80/60 16 16 16.2

EPDM 80/60 13 14 9.7

SK인천석유화학 인천 80/30 10.8 5.9 5.9

Oil

SK에너지 울산CLX 5/1 0.4 0.3 0.3

No.2FCC 5/3.7 2.7 1.3 1.4

SK종합화학 PE/PP 5/3.7 0.4 0.3 0.4

EPDM 5/3.7 0.1 0.1 0.2

SK인천석유화학 인천 5/3 0.78 0.46 0.47

(단위 : ppm) 

(단위 : 톤)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법적기준/자체기준 2012 2013 2014

SOx (ppm)

SK에너지(울산) 180/170 27.4 28.9 35.1

SK종합화학(울산) 180/160 16.9 14.9 12.5

SK인천석유화학(인천) 180/160 20.2 15.1 7.3

NOx (ppm)

SK에너지(울산) 200/180 73.3 79.1 89.8

SK종합화학(울산) 150/130 94.4 91.6 98.9

SK인천석유화학(인천) 250/235 74.2 69.3 41.5

Dust (mg/m2)

SK에너지(울산) 50/40 5.4 4.7 4.1

SK종합화학(울산) 30/20 4.9 4.3 3.9

SK인천석유화학(인천) 30/25 4.4 4.5 1.9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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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지정폐기물

SK에너지(울산) 25,402 20,389 17,799

SK종합화학(울산) 5,007 5,438 9,291

SK루브리컨츠(울산) 147 235 151

SK인천석유화학(인천) 3,294 4,306 3,368

합계 33,850  30,368 30,609

일반폐기물

SK에너지(울산) 49,551 42,363 45,889

SK종합화학(울산) 14,009 11,873 10,700

SK루브리컨츠(울산) 2,654 591 2,356

SK인천석유화학(인천) 3,205 4,147 2,750

합계 69,419 58,974 61,695

(단위 : 톤)유형 별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관리

구분 2012 2013 2014

환경투자 385.4 501.2 595.9

1) 2012, 2013년 :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기준

2) 2014년 : SK이노베이션(서산,증평,대덕),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기준

(단위 : 억 원)환경투자

구분 2012 2013 2014

자가처리량(매립) 733 18 299

위탁처리량-재활용 41,110 34,261 52,623

위탁처리량-소각/매립 33,110 28,473 39,383

(단위 : 톤)처리방법 별 폐기물 배출량

1) 2012, 2013년: SK에너지(울산) 기준

2) 2014년: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기준

용수 공급원 및 도입량 2012 2013 2014

낙동강
-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34,832,388 35,420,067 46,855,051

한강
- SK인천석유화학(인천)

2,858,223 3,015,131 3,710,574

금강
- SK이노베이션(서산,증평,대덕)

- - 1,086,429

수원별 취수량 (단위 : 톤)

*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14년부터 취수량 수집

환경부 품질등급 판정 결과

휘발유 배출량

구분 법규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황함량(ppm) 10이하 5 6 5 6 5 5

황 품질등급 10이하 ★★★★★ ★★★★★ ★★★★★ ★★★★★ ★★★★★ ★★★★★ 

벤젠함량, vol% 0.7이하 0.4 0.4 0.4 0.5 0.4 0.4

벤젠 품질등급 0.7이하 ★★★★★ ★★★★★ ★★★★★ ★★★★★ ★★★★★ ★★★★★

전체 품질등급 - ★★★★★ ☆★★★★ ☆★★★★ ☆★★★★ ☆★★★★ ☆★★★★

경유 배출량

구분 법규
2012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황함량(ppm) 10이하 5 5 5 5 5 6

황 품질등급 10이하 ★★★★★ ★★★★★ ★★★★★ ★★★★★ ★★★★★ ★★★★★

전체 품질등급 - ★★★★★ ★★★★★ ★★★★★ ★★★★★ ★★★★★ ★★★★★

Sustainabl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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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평균 근속연수 15.2 15.5 15.9

(단위 : 년)평균 근속연수

퇴직 인원 및 퇴직률

구분 2012 2013 2014

퇴직률　 1.3 0.9 1.2

퇴직인원 

총 인원 81 59 74

    남성 66 39 59

    여성 15 20 15

(단위 : %, 명)

범주별 근로자의 구성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총 인원 6,346 6,350 6,338 

계약별

정규직 인원 6,229 6,240 6,231 

비율 98.2 98.3 98.3

비정규직 인원 117 110 107 

비율 1.8 1.7 1.7

성별

남성 인원 5,697 5,656 5,623 

비율 89.8 89.1 88.7

여성 인원 649 694 715 

비율 10.2 10.9 11.3

연령별

30세 미만 인원 568 510 734 

비율 9.0 8.0 11.6

30세~50세 미만 인원 4,190 4,075 4,263 

비율 66.0 64.2 67.3

50세 이상 인원 1,588 1,765 1,341 

비율 25.0 27.8 21.2

소수계층 장애인 인원 113 87 130 

* 임원 및 고문 제외

사회

(단위 : 명, %)

* 매년 12월 31일 기준
* 퇴직률: 의원사직 인원 / 총 정규직원 인원 
* 퇴직률 기준 변경으로 2012년, 2013년 소급 적용함

구분 2012 2013 2014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직원 수
남 1,042 927 1,300 

여 182 191 220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
남 - 1 2 

여 43 58 61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

남 - - - 

여 48 41 25 

(단위 : 명)육아휴직 사용 및 이후 업무 복귀자 수

(단위 : 건)윤리상담실 및 윤리경영 웹사이트 상담 건수

구분 2012 2013 2014

상담건수 64 103 81

(단위 : 억 원)사회공헌 투자

구분 2014

연간 사회공헌 투자 306 

(단위 :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구분 2012 2013 2014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비율
100 100 100

(단위 : 명, 시간)1004 봉사단* 가입자 수 및 연간 봉사활동 시간

구분 2012 2013 2014

봉사단 가입자 수 5,867 5,836 5,762 

연간 봉사활동 시간 48,256 42,562 34,053 

* 1004 봉사단: SK이노베이션 전사적 자원봉사 조직

Sustainabl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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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의 2014 지속가능성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검증은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 관련 경영 프로세스, 보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에 실린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 취합,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의 독자는 SK이노베이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검증 범위는 SK이노베이션의 2014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에 한정됩니다. DNV GL의 검증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GRI G4.0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 AA1000 Assurance Standard (2008)에 따라,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중간 수준의 보증, Type 1)

·GRI G4.0의 보고 수준 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 공급업체, 협력회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공시자료 그리고 재무관련 근거자료는 금번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SK이노베이션의 내부 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으며, 검증팀은 

경제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시험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데이터의 경우, 취합데이터의 

확인의 형태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GRI Content index 의 정성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 여부만을 검증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검증 활동은 DNV GL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VeriSustainTM 4.1) 및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활동의 일부로 검증 심사팀은 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관련 문구 및 주장에 대해 확인하였고, 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했습니다. 검증 심사팀은 SK이노베이션에서 제공한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표본추출 방식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중대성 결정 프로세스

·보고서에 포함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생성,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검증 대상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활동은 2015 년 5월 SK이노베이션 본사를 방문하여 진행

서 문

검증 범위

제한사항

검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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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안 인 균

2015년 6월

서울, 대한민국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보고서가 2014년 SK이노베이션의 방침, 활동 및 성과를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GRI G4.0의 ‘Core option’에 따른(In accordance with Core option) 공시 항목에 대한 검증여부는  

SK이노베이션으로 제출한 검증 보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증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성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주주, 구성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으로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 그룹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성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벤치마킹, 미디어리서치 등을 통해 관련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측면의 중요성을 결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대성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중요한 이슈를 명확히 도출하였습니다.

대응성

SK이노베이션은 중요성 평가에 기반하여 우선순위 이슈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성과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경영진에 제공된 관찰 및 개선사항을 추가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들은 보고서에 대한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공됩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내부 원칙 및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DNV GL은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환경 및 사회 검증 

심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 약 100여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 내의 

기술내용과 데이터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DNV GL은 검증 프로세스 동안 이해관계자 면담 시 중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본 검증은 자격이 부여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결 론

개선을 위한 제언

적격성 및 독립성

79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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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 검증 

전략 및 분석

G4-1 CEO 메시지 4-5p -

조직 프로필

G4-3 조직 명칭 8-9p 78-79p

G4-4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9p 78-79p

G4-5 본사의 위치 8p 78-79p

G4-6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8-9p 78-79p

G4-7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71p 78-79p

G4-8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8-9p 78-79p

G4-9 보고 조직의 규모 8-9p 78-79p

G4-10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76p 78-79p

G4-11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21p 78-79p

G4-12 보고 조직의 주요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망의 주요 특징 48-53p 78-79p

G4-13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14p

G4-14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17p 78-79p

G4-15 경제/환경/사회 정책,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21, 44p 78-79p

G4-16 다음과 같은 협회 (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44, 58p 78-79p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8-9p 78-79p

G4-18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24-25p 78-79p

G4-19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에서 확인된 중대성 측면 24-25p 78-79p

G4-20 조직 내 측면경계 24-25p 78-79p

G4-21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 24-25p 78-79p

G4-22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 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 기술 사유 3p 78-79p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3p 78-79p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3p 78-79p

G4-2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13p 78-79p

G4-2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13p 78-79p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13p 78-79p

보고서 프로필 

G4-28 보고 대상 기간 3p 78-79p

G4-29 최근 발간 보고서 년도 3p 78-79p

G4-30 보고 주기 3p 78-79p

G4-31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84p 78-79p

G4-3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80-82p 78-79p

G4-33 제3자의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78-79p 78-79p

지배구조

G4-34 조직의 지배구조 14-15p 78-79p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16p 78-79p

일반표준공개

측면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경제성과

DMA 28, 31p 78-79p

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39p 78-79p

EC4 정부 재정지원 71p 78-79p

간접 경제 효과 

DMA 56p 78-79p

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57-59p 78-79p

EC8 영향의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57-59p 78-79p

조달 관행 
DMA 48, 50, 52p 78-79p

EC9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71p 78-79p

환경

측면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원재료
DMA 38p 78-79p

EN1 사용한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72p 78-79p

에너지

DMA 38p 78-79p

EN3 조직 내부의 에너지 소비량 40p 78-79p

EN5 에너지 집약도 72p 78-79p

EN6 에너지소비 감축 40p 78-79p

용수
DMA 45p 78-79p

EN8 수원별 총 취수량 74p 78-79p

배출

DMA 38, 45p 78-79p

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72p 78-79p

EN16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72p 78-79p

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72p 78-79p

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40p 78-79p

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45p 78-79p

폐수 및 폐기물
DMA 45p 78-79p

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74p 78-79p

종합
DMA 38, 45p 78-79p

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74p 78-79p

경제

특정표준공개

GRI G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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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측면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산업안전보건 

DMA 41p 78-79p

LA5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21p 78-79p

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41p 78-79p

LA7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42-44p 78-79p

LA8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21p 78-79p

사회

측면 지표 지표설명 페이지 외부검증

지역사회

DMA 60p 78-79p

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77p 78-79p

SO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45p 78-79p

2010's

2000's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2013

2009

2011

2007

2010

2006 2005

20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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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의 2014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콩기름 인쇄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