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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정보

SK이노베이션은 2005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방향과 활동
및 성과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G4(Core Option)
및 Oil & Gas Sector disclosure 작성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UNGC 10대 원칙 및 UN SDGs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글로벌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주요 이슈
선정을 위하여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업 표준을 고려하여 보고
이슈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과의
추세 파악이 필요한 일부 지표의 경우 최근 3개년 데이터를 함께 보고하고 있으며, 정보의 중요도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2017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재무 데이터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 기준과 일치합니다. 비재무
데이터의 경우,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산하 자회사(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서울 소재 본사와 증평, 청주, 서산, 울산, 인천의 생산공장
그리고 대전 소재의 기술연구원, 해외법인의 경우 주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 본사 및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매출의 99% 범위를 포괄합니다(단, SK
모바일에너지, SK배터리시스템즈는 범위에서 제외함). 일부 환경 정량 성과 지표의 경우 해외 법인을
제외한 국내 주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별도 표기를 통해 상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신뢰성
본 보고서는 내용의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간됩니다.
또한 보고 내용 및 데이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자 검증기관인 DNV GL로부터
ISAE3000, Limited Level of Assurance를 근간으로 검증을 이수하였으며, 특정 성과정보에
대해서는 Reliability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방향, 새로운 성장옵션 발굴, 지속적인 구조적 혁신,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등 에너지·화학 분야 글로벌 일류 기업을 향한 SK이노베이션의
활동과 성과를 그래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팩트를 세계의 임팩트로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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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대표이사 인사말
SK이노베이션 이해관계자 여러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6년 ‘초불확실성’의 경영환경 하에서도 지속적인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사상
최대의 경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보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화학
사업과 석유개발 사업의 글로벌 전진배치, 전기차 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공장 증설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2017년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본 보고서를 통해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경영 수준 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혁신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혁신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성장과 신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 및 중동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링을 강화하여 사업구조의 획기적 혁신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Optimization, 운영 경쟁력 제고,
구조적 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익구조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구성원의 패기, 빠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토대로 혁신의 실행력 강화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고유의 경영 철학이자 경영관리시스템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한
강한 기업문화와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급변하는 경영 상황 속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 구성원이 SKMS의 핵심인 ‘패기’를 기반으로 자발적·의욕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
유연한 조직문화와 소통 강화를 통해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글로벌 수준의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관리,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강화, 더 나아가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지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에너지·화학 분야의 글로벌
일류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항상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사랑받는 SK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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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정보

SK이노베이션 개요

SK이노베이션 개요

주요 연혁

기업 개요

생산 능력

1962
대한석유공사 설립

설립일

1962.10.13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석유, 윤활유, 석유화학,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1980

억 배럴

4

확인 매장량
기준원유 확보량

5.5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김준

2.91

1.22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량

석유제품 연간 생산능력
(울산 Complex)

석유제품 연간 생산능력
(SK인천석유화학)

2,584.2

215

742.6

131.1

윤활기유
연간 생산능력

윤활유
연간 생산능력

화학제품 연간 생산능력
(울산 Complex)

화학제품 연간 생산능력
(SK인천석유화학)

연간

만대

억 배럴

억 배럴

선경그룹, 대한석유공사 인수

1997

설립일

2011.01.01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사업분야 석유제품

만 배럴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김준

SK주식회사로 사명・CI 변경

2007
지주회사 체제 전환

설립일

2011.01.01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만 배럴

만톤

만톤

주요 사업장 현황
LNG 프로젝트

영국

사업분야 화학제품

독일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김형건

러시아

탐사광구
생산광구
생산라인

네덜란드

SK종합화학
글로벌 네트워크

미국

2009
SK루브리컨츠 분할

설립일

2009.10.01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카타르

사업분야 윤활유 및 윤활기유

SK루브리컨츠
글로벌 네트워크  

중국

두바이

한국

일본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지동섭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글로벌 네트워크

베트남

리비아
인도

2011
SK이노베이션 체제 출범 및

설립일

2013.07.01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

SK인천석유화학,

오만

싱가포르

사업분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최남규

SK에너지, SK종합화학 분할

2013

예멘

호주

페루

원유 생산광구 | 페루, 베트남, 미국, 리비아

Global Technology | 대전 R&D 센터

원유 탐사광구 | 중국, 베트남, 호주

SK종합화학 | 중국·싱가포르·일본·미국 법인, 독일·두바이 지사

사업분야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LNG 프로젝트 | 페루, 예멘, 오만, 카타르

SK루브리컨츠 | 미국·중국·인도·러시아·일본·네덜란드 법인,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송진화

서산공장 |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라인

설립일
본사

2013.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분할
*SK이노베이션 및 각 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kinnovation.com) 참고.

영국·중국 지사

증평, 청주공장 | 전지·회로소재 생산라인

SK인천석유화학 |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울산 Complex | 정유공장, 중질유 분해공장, 석유화학공장,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 미국·영국·싱가포르 법인, 두바이 지사    

폴리머 공장, 윤활기유 및 윤활유 공장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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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SK이노베이션 개요

생산능력

억 배럴

4

확인 매장량
기준원유 확보량

5.5

2.91

1.22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량

석유제품 연간 생산능력
(울산 Complex)

석유제품 연간 생산능력
(SK인천석유화학)

2,584.2

215

742.6

131.1

윤활기유
연간 생산능력

윤활유
연간 생산능력

화학제품 연간 생산능력
(울산 Complex)

화학제품 연간 생산능력
(SK인천석유화학)

연간

만 배럴

만대

억 배럴

만 배럴

억 배럴

만톤

만톤

주요 사업장 현황
LNG 프로젝트

영국
독일

러시아

탐사광구
생산광구
생산라인

네덜란드

SK종합화학
글로벌 네트워크

카타르

SK루브리컨츠
글로벌 네트워크

중국

두바이

한국

일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글로벌 네트워크

베트남

리비아
인도
예멘
오만

싱가포르
호주

원유 생산광구 | 페루, 베트남, 미국, 리비아

Global Technology | 대전 R&D 센터

원유 탐사광구 | 중국, 베트남, 호주

SK종합화학 | 중국·싱가포르·일본·미국 법인, 독일·두바이 지사

LNG 프로젝트 | 페루, 예멘, 오만, 카타르

SK루브리컨츠 | 미국·중국·인도·러시아·일본·네덜란드 법인,                       
영국·중국 지사

서산공장 |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라인
증평, 청주공장 | 전지·회로소재 생산라인

SK인천석유화학 |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울산 Complex | 정유공장, 중질유 분해공장, 석유화학공장,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 미국·영국·싱가포르 법인, 두바이 지사    

폴리머 공장, 윤활기유 및 윤활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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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국내 최초 및 최대
에너지·화학기업, SK이노베이션
SK innovation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화학기업이자 산하에 5개 자회사 및 2개 사업 단위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 E&P(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은
핵심지역 중심의 균형잡힌 성장과 차별적 기술역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B&I(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차별적 기술경쟁력 확보 및 원가 경쟁력 혁신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E&P 사업에서 M&A 등을 활용한 추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북미 기반의 ‘Global Top Tier E&P Company’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B&I 사업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주 확대, 신규 소재 아이템 사업화를 통한 비즈니스 Value-up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P(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 개요

주요 사업활동
SK이노베이션은 2016년 12월 말 기준 9개국 12개 광구 및 4개 LNG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확

생산광구
국가

프로젝트

참여연도

8

1996

페루

88(카미시아)

2000

56

2004

베트남

15-1

1998

SK Plymouth

2014

미국
리비아

SK Permian

2014

NC-174

2000

인 매장량(1P) 기준 총 5.5억주1)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루

SK이노베이션 자원개발의 생산규모 및 수익성에 있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로서, 1996년 8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한 이후 수직계열의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
하여 자원개발부터 제품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1998년 베트남 15-1 광구 탐사권 획득 후, 탐사단계부터 개발,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여 2003년부터 생산 개시 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4번째 유

탐사광구
국가
중국

베트남
호주

전인 ‘Su Tu Nau’를 추가 개발하여 생산 중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연도

04/20

2015

17/03

2015

15-1/05

2007

123

2008

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광구에서는 시추 작업 재개로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며,

WA-34R

1998

시추 기간 단축 등의 작업효율화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LNG 프로젝트

미국

하였고, 미국의 비전통 석유개발 기술 및 노하우 습득으로 사업 역량을 증진시키고

중국

국가

프로젝트

참여연도

페루

페루LNG

2003

2014년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주의 생산자산 인수를 통해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

2015년 국내기업 최초로 비용과 지리적 측면에서 뛰어난 이점을 가진 중국 남중국
해 광구(04/20, 17/03)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심천 지사를 별도

예멘

예멘LNG

1997

로 설립하여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등 사업개발

오만

오만LNG

1996

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LNG

1999

주1) 2015년 말 기준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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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자회사 소개

베트남 15-1광구 해상플랫폼 전경

B&I(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 개요

주요 제품

배터리

FCCL

LiBS

주요 사업활동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 확대

정보전자소재: 차별화된 제품 개발 강화

SK이노베이션은 2016년 3분기까지 3호 라인 투자를 완료하여 연

2007년 세계 최초로 분리막 축차 연신 공정을 완성한 이후, 품질과 강

간 4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1.1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도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5μm 박막제품 개발, 세계 최초 세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이어 4분기에는 충남 서산에 제2공장 증

라믹 코팅 분리막 상업화 등 경쟁사 대비 우위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분

설을 확정하였으며, 2.8GWh 규모의 신규 4호~6호 생산라인을 도

리막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수요

입하여 2018년까지 총 3.9GWh(전기차 약 14만 대분)까지 생산능

에 발맞춰 연간 3억 3,000만㎡ 생산규모의 분리막 라인 증설에 착수

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증설이 완료된 1~3호 생산 라인에서는 기아

하고, 범용 리튬이온 분리막(LiBS)보다 성능이 뛰어난 세라믹 코팅 분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쏘울 EV’,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 Motors)

리막(CCS) 생산설비 3·4호기를 증설하는 등 마켓 리더십 확보를 위

의 ‘EV200’을 포함하여, 최근 공급 계약을 맺은 현대자동차와 Mer-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로소재사업에서는 FCCL 기술 개발을

cedes Benz 등 국내·외 유수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

지속하여 초박막, 후막 제품 등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니다.

고객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저유전 제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 우위 선점
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모습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 LiBS 생산 모습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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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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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정유산업 선도기업, SK에너지
SK energy
석유정제사업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 가솔린 등 주요 석유제품 수요증가로 양호한 정제마진을 시현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유가
전망과 역내 정제설비 신증설 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SK에너지는 수익구조 및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미래가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 맞춤형 아스팔트 공급 등을 통해 역내 No.1 Asphalt Provider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Drive-Thru형
중심의 주유소 네트워크 Value-up을 지속함으로써 신규 수익원 창출 및 판매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울산 Complex 설비 경쟁력 제고,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체계 정착 및 고도화,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등을 통해
‘Regional Top R&M Company’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

석유 사업

가스 사업

특수제품 사업

SK에너지는 대한민국 No.1 정유사로서

가스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자체 개발, 상용화

세계 최고 수준의 울산 Complex를 통해

강화하고 안정된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

하여 특허 등록한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

석유 제품을 국내·외 공급하고 있으며,

해 차별화된 유통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SBS PMA, Polymer Modified Asphalt)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도입하여 고객 충성도를 제고하고 있습

를 비롯하여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

기 위해 전 밸류체인 운영상의 Speed와

니다. 충전소 고객관계관리(CRM)를 통

으로 아스팔트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선

Flexibility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해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도하고 있습니다.

유소 등을 통해 국내 일반·법인 고객에게

를 제고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과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법인화물운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마케팅 역량을 지속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트럭

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Netruck)’사업을 통해 SK만의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스
LPG

연료
휘발유(일반·고급), 경유, 등유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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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자회사 소개

SK에너지 울산 Complex 본관에서 바라본 공장 전경

주요 사업활동
역내 No.1 Asphalt Provider로 위상 강화

Network Value-up 추진

2016년 SK에너지의 아스팔트 수출량은 187만 톤으로 내수시장 공

— QSR Drive-Thru형 Value-up 시행

급 70만 톤 포함 총 257만 톤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중국 수출량은

주유소 상권별 최적 유외 사업을 개발·적용하여 주유소의 판매경쟁력

125만 톤으로 중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을 제고하고자 SK에너지는 Network Value-up을 지속적으로 시행

향후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수요 증가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유소는 고객이 선호하는 업종을 복합화하여

가 예상되는바 당사 중국 수출량도 지속 증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특

집객력을 향상시키고, 유외 사업을 통해 신규 수익원 창출 및 자산 효

히, SK에너지는 ‘SK상해아스팔트유한공사’를 중심으로 아스팔트 연

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 직·자영 주유소 중 72개소(

구 및 현지 마케팅 역량을 결집해 고품질의 아스팔트를 최고의 서비스

누적)를 Value-up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

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닝보, 충칭, 허페이 등 중국 내 5개 생산

로 2014년 이후로는 유류 판매와 시너지가 높은 QSR(Quick Ser-

기지에서 현지 맞춤형 아스팔트를 공급함은 물론, 탱크 터미널 임차를

vice Restaurant) Drive-Thru형 Value-up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통해 중소 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판매도 확대하는 등 중국

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와 선호 브랜드 패스트푸드를 동

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량은 41만 톤으

시에 향유하고, 호감 가는 외관 시인성과 Drive-Thru 형식을 경험하는

로 JX Nippon Oil & Energy에 이어 No.2 Supplier로 자리매김 하

것은 고객들이 주유소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데

였으며, 동남아 등 기타시장에서도 21만 톤의 아스팔트를 공급하는 등

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내 No.1 Asphalt Provider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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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시장을 향한
화학산업의 새로운 미래창조, SK종합화학
SK global chemical
SK종합화학은 세계 최대의 화학 제품 수요 및 성장성을 보유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중국 내 기존사업을 강화하고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글로벌 석유화학기업과의
파트너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성 화학제품과 고부가가치
사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신규 성장 옵션을 발굴하여 포트폴리오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Marketing Platform
및 기술 기반의 고부가 제품군을 갖춘 Global Chemical Company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Olefin 사업

Aromatics 사업

Performance

Polymer 사업

EPDM 사업

1972년 국내 최초로 NCC

일상용품, 건설, 가전, 섬유

Chemical 사업

Polymer 사업은 선형저밀

내후성, 내열성 및 내오존성

(Naphtha Cracking Cen-

산업의 원재료가 되는 벤젠

생활 공간에서부터 첨단 기

도 폴리에틸렌(LLDPE주1))

이 우수하여 주로 자동차 부

ter)를 가동하여 현재 에틸

(Benzene), 파라자일렌(Pa

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

렌 86만 톤 규모의 생산시

ra-xylene) 등 다양한 방

위하게 사용되는 용제 제품

주2)

)・폴리프로필렌(PP주3))

부가가치 합성고무인 EPDM

설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

향족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체

전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연

(Ethylene Propylene Di-

Complex 및 국내 각 석유화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

에 해로운 성분을 제거한 탈

간 약 80만 톤 이상의 제품을

ene Monomer)을 생산·

학 공장과 해외의 다양한 고

한 규모 확대로 역내 Top 수

방향족 제품을 비롯하여 특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

객에게 에틸렌(Ethylene),

준의 생산 역량(연산 300만

수 화학제품 제조에 필요한

폴리에틸렌인 Nexlene™

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

프로필렌(Propylene), 부타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제품

사업 런칭 등 새로운 고객

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디엔(Butadiene) 등 석유화

또한, Trading Business

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 시

품질관리와 기술지원으로

학제품의 핵심 원료를 안정

확대로 Market Leader-

30여 년간 구축한 마케팅 네

장으로의 진입 및 신규 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

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ship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

트워크와 기술 노하우 등을

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

습니다.

장의 Top Player로 도약할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맞춤

편, 다양한 정보 제공·기술

형 제품 개발 및 사용 기술

지원 등 고객접점 활동을 체

개선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

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

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것입니다.

주1) LLDPE: 포장·농업용 필름, 전선 피복, 토목·건축용 파이프 및 Sheet 등에 사용되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의미함.
주2) HDPE: 각종 용기, 식료품 포장용 필름, 상하수도나 화학공장, 선박 토목공사용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의미함.
주3) PP: 여러 형태의 용기, 실험기구, 확성기, 자동차 부품 등에 활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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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활동
고부가가치 포장재 사업 본격 추진
에틸렌 아크릴산 (Ethylene Acrylic Acid, EAA)

SK종합화학은 에너지·화학분야의 글로벌 일류기업 비전

알루미늄 포일 포장재 등 다층 필름 소재의 접착층에

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강한 내성을 갖는 고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접착 수지

부가 화학 사업구조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이의 일환으로 다우케미칼의 에틸렌 아크릴산
(Ethylene Acrylic Acid, EAA)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
여, 미국 텍사스에 있는 프리포트 생산설비와 스페인 타라고
나의 생산설비 등 글로벌 생산시설 2곳과 제조 기술, 지적 재
산, 상표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에틸렌 아크릴산은 알루미
늄 포일, 폴리에틸렌 등과의 포장재용 접착제로 주로 활용되

1

는 기능성 접착 수지(Adhesive Copolymer) 중 하나로, 기

2

술 진입장벽이 높아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수요가 대부

3

분을 차지하며 향후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
5

SK종합화학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고부가가치 포
장재(Packaging) 사업에서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할

1
2
3
4
5

LLDPE, Nylon, PET 등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인수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선진 핵

EAA

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 제품군 다양화가 가능할 것

Foil, PET 등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전

EAA

략적 투자를 지속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의 고부가

LLDPE, Nylon, PET 등

화학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SSNC(SABIC SK Nexlene Company) 울산 공장 전경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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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의
루브리컨츠 글로벌 일류기업, SK루브리컨츠
SK lubricants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부분의 윤활기유 제품을 미주 및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에 기유 공장을 건립하여 글로벌 고급 윤활기유 시장 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 대상 마케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사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환경규제 강화로
고급 윤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중국, 러시아 등 타겟 지역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파트너링을
모색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Global Top-Tier Company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윤활기유 사업

윤활유 사업

SK루브리컨츠는 독자적 기술로 고급 윤활기유 YUBASE를 개발하

윤활유 사업의 대표 브랜드 SK ZIC는 해외 각지의 수출국 특성에 적합

여 1995년 초고점도(VHVI) 윤활기유 공장의 첫 가동을 시작하였습

한 마케팅 및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여,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품질을 제고하여 미국, 유럽 등 전 세

통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업계 최초로

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고급 윤활기유 시장의 선도적 리더로 자

해외(중국 천진) 독자 윤활유 공장을 건설하고, 세계 양대 품질 평가기

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미국석유협회·국제윤활유표준화위원회)으로부터 최상위 등급 인
증을 받아 우수한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도
약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가솔린 엔진오일
LPG 엔진오일
승용 디젤 엔진오일

윤활기유

대형 디젤 엔진오일
오토바이 엔진오일

엔진오일 외
자동차용·산업용 기어오일
유압유
그리스

윤활유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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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오일, 냉각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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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ILBOC(SK루브리컨츠, Repsol의 합작회사) LBO Plant

주요 사업활동
신제품(SK ZIC X8 Shield) 런칭
SK루브리컨츠는 2016년 12월 엔진보호 성능을 획기적으
로 개선한 윤활유 ‘SK ZIC X8 Shield(SK 지크 X8 쉴드)’
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SK ZIC X8 Shield는 자사가
생산하는 고급 윤활유와 최고급 그룹 V 윤활기유를 기반으
로 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윤활유 제품 선택 시 엔진 보호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적인 제
조 방식과는 달리 화학물질인 유기 텅스텐을 추가로 혼합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엔진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더
블 쉴드 테크놀로지(Double Shield Technology)’를 개발
함으로써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일반 제품 대비 엔진 보
호 성능을 27%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엔진
보호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중보호’ 광고 캠페인
을 전개하는 등 효과적인 다채널 고객 접점 마케팅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이중보호’
광고 캠페인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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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에너지·화학 기업,
SK인천석유화학
SK incheon petrochem
2013년 SK에너지의 인천 Complex가 인적 분할되어 새롭게 출범한 SK인천석유화학은 수도권 및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경질 원유(콘덴세이트)를 바탕으로 PX(파라자일렌)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였으며, 중국과 동남아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생산효율을
제고하여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공정관리와 환경경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당 생산성을 지닌
Global Top Tier 정유 및 석유화학회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사업 개요

주요 사업활동

석유 사업

사상 최대 영업이익 흑자 달성

SK인천석유화학은 석유 제품의 정제공정 정밀화 및 생산설비 개선,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Feed

지속적인 선진 기술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품질

Flexibility 제고를 통한 경제적인 저가원유 도입, 제품·반제품 고부

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과 품질 우선’의 경영이념

가화를 통한 수익증대, 비용구조 혁신 등 전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 노력을 경주한 결과입니다. 괄목할 만한 재무성과 개선 외에도 지
역사회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환경 조성을

화학 사업

위해 안심 프로젝트 수행,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정책협력 등의 노력

콘덴세이트 및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프타를 촉매 개질 공

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Catalytic Reforming)에 통과시켜 PX(파라자일렌), 벤젠 등 부

영업이익
(단위: 억 원)

가가치가 높은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496

2015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
습니다.

3,745

2016

주요 사업영역
석유 사업

공정

화학 사업

상압증류공정, 가스회수공정, 수첨탈황공정,

BTX공정, PX공정

감압증류공정, 유황회수공정

주요
제품
휘발유

등유

항공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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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아로마틱

기업 정보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자회사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트레이딩 최적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 trading international
환경 규제의 영향 등으로 제품의 스펙이 다변화되고, 주요 수입국의 자급도 제고 및 중국·인도의 수출 물량 증대가 지속되면서 역내
수출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체계에 기반하여 보다 차별화된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최적의 조건으로 원유·제품을 거래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시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적 파트너링 기반의 사업 확장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시장의 역학관계(Dynamics)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
운영 최적화(Optimization)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의 석유 제품 수출 및 원유 수입을 담당하고, SK종합화학에 나프타를 공급하는 등 SK이노
베이션의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입의 차원에서 나아가 미주·유럽·싱가포르 3개 해외법인과 두바이 지사
등 해외 현지에 직접 진출하여 사업개발 및 트레이딩,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적 유종 선정에서
부터 계약, 운송, 대금결제에 이르는 트레이딩 전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SK energy Americas, Inc.

SK energy Europe, Ltd.

SK energy International

SK trading international Co.

(휴스턴)

(런던)

Pte. Ltd. (싱가포르)

(두바이_지사)

•미주 Oil Trading 사업 담당
•US West Coast Distillate 제품

Trading 사업

•SK에너지 석유제품 Sourcing
및 유럽 마케팅 실시
•네덜란드 로테르담 Bunkering
사업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유 및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의 조달
•국내 생산 석유 제품 수출
•현지 Trading·Bunkering 사업

•중동시장 중심의 Trading 사업

석유제품 등의 조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원유, 나프타 수입

원유, 나프타 수입

휘발유, 항공유,

항공유, 경유 등

경유 등 제품

제품 수출

수출

SK종합화학
나프타 수입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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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

SK이노베이션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해외 자원 개발 분야에 진출하여 베트남, 페루, 미국 등지에서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킴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원유 정제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연료는 물론,
고품질 윤활기유와 윤활유, 그리고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기초화학제품과 화학 용제, 합성고무 등을 생산합니다.

R&D

석유개발 사업

SK이노베이션 GT

SK이노베이션 E&P
주요 제품

탐사

원유

개발

LNG

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
SK이노베이션 B&I

글로벌테크놀로지

주요 제품

분리막

양극·음극재

파우치
분리막

Cell

Module

BMS

전기차 배터리

FCCL
동박 폴리이미드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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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사업 성과

밸류체인

아울러 원유 수입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 최적화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배터리 분리막 등의 정보전자소재 분야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트레이딩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요 제품

석유제품

정유 공정

아스팔트

수출
LPG

LPG 공정

나프타, UCO

원유 수입

아스팔트 공정

화학·윤활유 사업

GLOBAL
MARKET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SK인천석유화학
주요 제품

원료·제품 수출입

화학제품

윤활유
화학・윤활유 공정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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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딥 체인지(Deep Change) 수준의 구조적 혁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방향 설정 및
새로운 성장옵션의 발굴·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파트너링 및 M&A를 통해 지속적인 구조적
혁신과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

Vision

“ 에너지·화학 분야 글로벌 일류 기업 ”
과감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가치 30조 원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화학 분야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함

글로벌
일류 기업

30
14

조원

조원

2016년 기업가치

Deep Change
근본적 혁신(Deep Change):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조직·문화 측면에서 기존 관습의 틀을
깨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기업문화(경영시스템 Upgrade,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자산효율화 등 모든 것이 변화대상에 포함됨

Deep Change fo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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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전략방향

“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구조적 혁신 본격화 ”
• 사업구조 혁신: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글로벌 성장 추진
- 파트너링·M&A 등을 활용한 성장옵션 발굴·실행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 사업별 차별적 경쟁력 강화

• 수익구조 혁신: 지속적인 수익창출 기반 마련
- Speedy & Flexible한 전략적 대응을 통한 손익 변동성 최소화 및 추가 수익원 발굴

글로벌 성장 및 신사업 기반의 기업가치 혁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SK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성장옵션 확보를 위하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전사 차원의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
대 3조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화학과 석유개발 분야의 국내·외
M&A 및 지분 인수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배터리 공장 증설 및 배터리
분리막 사업 확대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SK종합화학은 2017년 초 글로벌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의 고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인 EAA주1) 사업부문
인수를 발표하였으며, B&I(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2016년
과 2017년 서산 배터리 공장 4호기~6호기 증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산 배터리 공장

주1) Ethylene Acrylic Acid(에틸렌 아크릴산): 기능성 접착수지 중 하나로
알루미늄 포일이나 폴리에틸렌 등 포장재용 접착제로 주로 활용

글로벌 성장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용 강화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하여 주요 책임조직의 글로
벌 현장 배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개발 사업의 사업대
표 등 핵심 인력과 조직을 미국 휴스턴으로 이전하였으며, SK종합화학
도 CEO와 주요 인력을 중국 현지에 배치하고 글로벌마케팅본부를 중
국에 신설하여 중국 중심의 Marketing Value-up 및 글로벌 합작사
업의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신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
년간 대졸 공채 및 기술직 신입사원 등 총 1,2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이
며, 이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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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최적화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화학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사업지식·데이터·Optimization 역량에 기반하여 원료 및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치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역량을 ICT 기술과 융합하여 Optimization을 체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수익 구조 혁신을 이루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Optimization 기반 가치경영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0여 년 동안 석유 에너지 산업의 선도 기업으

이들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당사는 원료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로서 원료, 에너지 정제, 시장, 글로벌 사업 환경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

가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부 경영 환

과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더불어 2012년 이후 Optimiza-

경 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험 요인에도 원료와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

tion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분석, 수학적 알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즘 및 모델링 등 보다 진화한 Optimization 역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가치경영의 확산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범위가 세계 여러 나라로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Hydrocarbon 사업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따라, 의사결정 효율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

사업 등 회사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도 발현될 것입니다.

다. 이를 위해 당사는 축적된 사업지식, 데이터, Optimization 역량

당사는 앞으로도 Optimization 체계의 고도화와 이를 활용하여 수

과 ICT를 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가치경영 역량의 확장성을 강화

익구조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석유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쌓아온 가치

니다.

경영 역량이 자원개발, 화학, 윤활유, Trading 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구매

사업 지식, 데이터

생산

Optimization 역량

Optimization 체계

물류

ICT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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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밸류체인의
최적화 및 효율적
경영 의사결정

사업 성과

전략방향

전략방향
글로벌 파트너링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유수기업들과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체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별 선진 기업들과 상호 Win-Win하는 파트너링을 통해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가치창출 극대화
SK종합화학은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SINOPEC과의 파트너링을 통

이와 더불어 SK루브리컨츠는 2008년 인도네시아 지역의 합작법인

해 2014년 한중 역사상 최대 석유화학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2015

PatraSK를 시작으로, 스페인 최대 정유업체 Repsol과 ILBOC을 설

년에는 세계 2위 화학기업 SABIC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립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세계 3대 윤활기유 업체

를 통하여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로 도약하는 한편,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종합화학 X 중국국영석유회사 SINOPEC
•합작사 명: 중한석화
•생산량: 연간 약 250만 톤 유화제품 생산

CHINA

•특징: 한중 역사상 최대 석유화학 합작 공장 프로젝트

SK이노베이션 X 베이징전공 X 베이징자동차

SK종합화학 X 세계 2위 화학회사 사우디아라비아 SABIC

•합작사 명: Beijing BESK Technology

•합작사 명: SSNC(SABIC SK Nexlene Company)

•완공 시기: 2014년 완공 후 상업 가동
•특징: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

•생산량: 연간 약 23만 톤 고성능 폴리에틸렌 제품 생산
SINGAPORE

•특징: SK 독자기술의 글로벌 합작사업화 첫 사례

CHINA

*생산공장은 울산에 위치함

SK종합화학 X 일본 1위 에너지기업 JX Nippon Oil & Energy

SK루브리컨츠 X 일본 1위 에너지기업 JX Nippon Oil & Energy

•합작사 명: 울산 아로마틱스(UAC)

•합작사 명: YMAC(YUBASE Manufacturing Asia Company)

•생산량: 연간 약 160만 톤 유화제품 생산
•특징: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생산량: 일일 26,000배럴 생산
KOREA

KOREA

•특징: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SK루브리컨츠 X 스페인 1위 에너지기업 Repsol

SK루브리컨츠 X 세계 2위 석유생산업체 인도네시아 Pertamina

•합작사 명: ILBOC(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합작사 명: PatraSK

•생산량: 일일 13,300배럴 윤활기유 생산

•생산량: 일일 9,000배럴 생산

SPAIN

•특징: Group III 윤활기유 1위 업체로서의 파트너링 확장사례

•특징: SK루브리컨츠 해외 첫 Group III Base Oil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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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사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Open Innovation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Global Technology
SK이노베이션은 사업의 주요한 경쟁력인 기술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석유·윤활유연구소, 화학

1995년 SK대덕연구단지를 설립하였으며, 단지 내 SK이노베이션 및

연구소, 기반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

자회사의 R&D를 담당하는 기술개발 조직 글로벌테크놀로지(Global

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Technology)와 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을 지원하는 B&I연구소

R&D Growth Plan
SOC
Carbon Nano Tube

BARC

Carbon Fiber

PSPBO

Energy

전자용 Chemical
Carbon Material
장거리 전기차 전지

Coating

ESS

배터리
차세대 ATF

Nexlene

프리미엄 기유 제품

EPDM

윤활유
정유

투명 PI

정보전자소재

저유전 Coverlay

고분자

열융착 분리막
저유전 FCCL

석유화학

저가 원유 고부가화

Premium Asphalt

원유 성능 지표화

ATA・AXI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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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id

Chemicals &
Materials

사업 성과

연구개발

주요 연구활동

향후 계획

Multi Wall 탄소나노튜브기술 연구 개발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는 각 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

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소재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 다양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제약 해소를

전도성, 절연성, 기계적 강도 및 유연성이 높은 Multi Wall 탄소나노

위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원유 제약 인자를 규명하여 원유 도

튜브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Ethylene Gas를 원료로 고유

입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유 Feedstock 전환 및 평

의 촉매·유동층반응공정·제품기술로 경쟁사 대비 경제적이고 고품

가 기술, 고급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Feed 증대 방안, 기유 수율 및 성

질의 탄소나노튜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방열소재

상을 예측하는 기술 등 기유와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가치를 높이는 기

(LED·전자기기 시장)와 전도소재(Cable, Wires·배터리 시장)로 활

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Pre-Marketing을 위한 연구개발

2017년에는 글로벌테크놀로지가 독자적으로 완성한 Par-Frac기술

을 진행 중입니다.

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석유 생산량을 높이고 화학 사업
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학분야에서는
Advanced Chemicals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기능성 제품 제
조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와 탄소 소재 등 Specialty 사업기반을 공고
히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장기 핵심과제
과제명

과제 목표

달성 기한

Par-Frac 기술 적용을 통한 자회사 Integration 및 가치 창출

실행 Option 확보

2018

원유 제약 해소를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

원유 도입비용 절감

2019

Advanced Chemicals 시장 선도 제품 개발

Global Top 3 제품 2건 개발

2020

Specialty 사업기반 구축 제품 개발

반도체용 Chemical·디스플레이용 소재 분야 매출 확대

2020

사업 차세대 기술 개발

기술개발 및 상용화

2021

기유 원료 전환·평가 기술 개발

Group III 기유 원료 확보
Group III plus 기유 원료 증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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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및 화학
산업에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대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사업

석유 사업

유가 동향

석유제품 소비 동향

국가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08달러를 기록한 2014년

2016년 12월 누적 주요 석유제품 내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1.1%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월 중 배럴당 26달러를 기록

상승하였습니다.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의 수요는 지

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 12월에는

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발전 및 산업용 연료 수요 확대 등 비수송용 연

배럴당 평균 5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료인 등유, 중질유 및 LPG 수요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1% 하락한 32.2%

산업 주요 동향

로 나타났습니다.

비전통자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폭발적인 원유 공급과 저유가는 석
석유 사업 시장 점유율 주1)

유개발 산업 내 다양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체들

(단위: %)

은 심해 유전(Deep-Water) 석유 개발, LNG 개발, 극지 유전 개발 등
고비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축소 혹은 유보하고 있으며, 수익성

32.3

중심으로 자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32.2

30.1

화학 사업
기초유화사업 동향
2009년 이후 중국 경기부양책의 영향 등으로 석유화학산업 시황이 회

2014

2015

2016

복되었으며, 중국과 중동의 신증설, 유로존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회
복 지연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셰일가스, 석탄 등

주1)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의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내수 판매량 기준

비전통적 저가원료의 확대가 시장변동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화학소재사업 동향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화학소재사업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화학소재사업의 성장성은 곧 전 세계 경기 성장과 관련이 깊
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요가 많아 중국 경제 성장과 밀접하며, 최근에
는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신흥 성장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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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시장 동향

윤활유 사업

배터리 및 정보전자소재 사업

국내·외 시장 동향

중대형 배터리 사업 동향

윤활유 완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윤활기유(Base Oil)는 원유 정제과정

중대형 배터리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Energy Storage

중 고도화설비인 Hydrocracker에서 생산되는 UCO(Unconverted

System)주1)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사

Oil, 미전환유)를 감압증류 및 촉매 등 추가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

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기술이 발전하

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정유회사 이외에는 시장 진입이

고 경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과 폭넓은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이러한 윤활기유 시장은 품질 및 성상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

주2)

강화 추세에 따라 ESS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으며, 그룹별로 상이한 수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및
주1) 대
 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일시 저장한 후, 필요 시 끌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명이 열위한 윤활기유(Group I)의 수요는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하는 장치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고급기유(Group II·III 등) 시장은 환경규

주2) 에
 너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국가의 안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제와 수요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윤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

활기유 시장은 정제설비와 고도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참
여하고 있으며, 공급초과로 인해 대부분 생산 제품은 기타 아시아 지

정보전자소재 사업 동향

역, 미주 및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전지소재(LiBS) 사업과 회로소
재(FCCL)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iBS(Lithium-ion Battery

국내·외 경쟁 여건 동향

Separator)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양극과 음극의 직접

국내 윤활유 시장은 윤활유공업협회 정회원 등록 기업 19개, 비등록

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기업 포함 약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완전경쟁시장

하며,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극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동남석유공업, 한국발보린, 장암칼스, 에쓰오

등의 연성 회로기판에 활용되는 주요 소재로 동박과 폴리이미드(Poly

일토탈윤활유(STLC),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습니다. 해외 윤활유 완

Imide)를 결합하여 제조되며, 스마트기기와 IT 기기의 고성능화·소형

제품 시장의 경우 Shell, ExxonMobil, bp, Chevron, TOTAL,

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과잉 현상에 따라

PetroChina, SINOPEC, FUCHS, Ashland(Valvoline) 등 다수

업체 간 경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적용 분야 확대에 따라 향후 수급상황

의 메이저 정유 회사들이 윤활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윤활유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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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성과

안정적인 재무적 성과 실현은 기업의 존속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사상 최대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근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

사업별 주요 성과

SK이노베이션은 연결기준 매출 39조 5,205억 원, 영업이익 3조

석유 사업: 석유 사업은 매출 28조 3,699억 원, 영업이익 1조 9,391

2,28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연

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감소했

평균 유가(두바이 기준)는 2004년 이후 최저치인 배럴당 41달러 수

으나, 영업이익은 6,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료 도입선 다변

준으로, 매출액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9조 원대에 머물렀음에도

화와 공장 운영 최적화를 통해 석유 사업 본원적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

불구하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2004년 이

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K인천석유화학 또한 영업이익 3,745억 원

후 최고 수준인 8%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은,

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1.6조 원을 투자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들이 그간 추진해 온 사업구조 혁신으로 인한

하여 13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생산설비를 구축, 포트폴리오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유회사에서 에너지·화학회사로 사업구조를 혁신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이후 SK인천석유화학 포트폴리오 업그레이

하며 달성한 성과입니다.

드, 울산 아로마틱스(UAC), 중한석화, 스페인 ILBOC 등 화학과 윤활

화학 사업: 화학 사업은 에틸렌, 파라자일렌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유 사업을 위주로 4조 원 넘게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라

가 연중 강세를 보이고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선제적 투자 효과에 4

자일렌(PX) 생산규모 세계 5위, 고급 윤활기유 생산규모 세계 1위를

분기 들어 벤젠 스프레드 강세까지 더해져 전년 대비 증가한 9,187억

달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 화학·윤활유 사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수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익구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중국 SINOPEC과 합작한 중한석화, 일
본 JX Nippon Oil & Energy와 합작한 울산아로마틱스(UAC), 스

윤활유 사업: 윤활유 사업은 윤활기유 스프레드 강세가 지속되어, 전

페인 Repsol과 제휴한 ILBOC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링 성과

년 대비 증가한 4,6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비정유사업의 최

가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

대 실적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을 전망입니다.

석유개발 사업: 석유개발 사업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증가한 1,05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구분

영업손익

(단위: 억 원)

2014

2015

2016

매출액

658,607

483,563

395,205

- 석유 사업

490,563

352,997

- 화학 사업

구분

(단위: 억 원)

2014

2015

2016

영업손익

-1,828

19,796

32,283

283,699

- 석유 사업

-9,990

12,991

19,391

126,352

92,880

76,865

- 화학 사업

3,592

4,310

9,187

- 윤활유 사업

29,818

26,188

25,358

- 윤활유 사업

2,899

2,947

4,683

-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11,874

11,499

9,283

-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1,672

-451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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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성과

생산량

신용평가

SK이노베이션은 생산시설의 운영 최적화 기술과 독자적인 제품 품질

SK이노베이션은 건실한 재무정책과 꾸준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석유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P로부터 신용등급 BBB+(안정적)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SK이노
베이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석유화학, 윤활유, 석유개발, 전기
차 배터리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 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이

생산량
석유 사업 주1)

(단위: 천 배럴)

윤활유 사업

(단위: 천 배럴)

화학 사업

뤄온 것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단위: 천 톤)

미래성장 동력 확보
다우케미칼 EAA사업 인수
316,821

346,690

345,776

SK이노베이션은 다우케미칼로부터 미국 텍사스와 스페인에 위치한
EAA주2) 생산시설 2곳과 EAA 제품 및 아이오노머 제조기술, 영업권,

17,843
16,965

상표권 등 EAA 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고부가 패키징 분야의 핵심기
술과 생산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기술기반 다운스트림 제

16,821

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초고압, 고산도 공정기술 획득을 통해
5,772

2014

5,622

2015

향후 제품 및 기술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5,272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하이엔드 화학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보하였고, 기존 제품과의 마케팅 시너지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2016

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1)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의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내수 판매량 기준

주2) Ethylene Acrylic Acid: 다층 필름 소재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접착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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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근로손실재해율
(LTIR: Lost Time Incident Rate)
(단위: 백만근로시간 당 건수)

0.80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2014

0.56

0.46

2015

2016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13,033,976
12,843,831

12,500,201

2014

2015

신(新)기후체제 대응

2016

3개년 구매액
(단위: 억 원)

9,536

2014

2015

51%

51%

50%

7,446 7,436

2016

해외
국내

Deep Change for Tomorrow

40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지속가능성 핵심 성과

Sustainability
Material
Issues
; better
operation
and balance
42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46 신(新)기후체제 대응
50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Deep Change for Tomorrow

41

01

?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Material
Issue 01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왜 중요한가?
이슈의 중요성

•안전·보건·환경(SHE; Safety, Health and Envi-

이해관계자의 영향 평가
재무적
영향

이슈
산업안전보건

평판적
영향

ronment)은 관리에 소홀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하

운영적
영향

여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전략적
영향

필수 요소임

√

환경오염물질 관리

•전세계 각국 정부는 SHE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안

√

전 및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가?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성과측정 방안

•밸류체인 전반에서의 산업안전 관리

•UCL(Unplanned Capacity Loss) 목표 달성

•SHE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개발

•LTIR(Lost Time Incident rate) 목표 달성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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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출근할 때 작업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 투자회사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에서 SHE 수준 제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수준 진단, 협력회사 및 투자회사 역량 향상, 법규 및 사규 준수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밸류체인 전반에서의 산업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진단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Safety Culture) 수준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성원 설문 조사와 현장 안전 수준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안전 성숙도 수준을 진
단하였으며, 국내·외 선진회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직별 개선
과제 120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

S

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나

안전(Safety)

갈 계획이며, 구성원들의 실행력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
동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력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력 강화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법규 충족을 넘어

H

협력회사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협력회사 KO-

보건(Health)

SHA 및 OHSAS 18001 공동인증 취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SK이노베이션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및 인증심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9개 협력회사가 인증을 취득
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개선 및 현장 이행성 점검 등 현장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

글로벌 신규사업 및 투자회사 SHE 지원

환경(Environment)

국제사회의 SHE 요구수준과 규제 강화에 따라, 글로벌 SHE 리스
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사업
장의 SHE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축적한 역량과 노하
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규사업과 투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SHE
리스크를 발굴·개선하고, 자체적인 SHE 관리시스템 및 역량을 갖
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장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 파트너와의 협
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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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개발
국내 안전환경 관련 법규가 신설·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준수

스템(법규준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 및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법규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법규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

의 SHE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

업장에 적용되는 SHE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IT 시

SK이노베이션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SHE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정
 책동향·법규 제·개정: 정부 및 국회의 SHE 관련 법규 입법 동향 및 법규 제·개정 활동을 파악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사업장에 안내
- 유권해석·규제합리화: 명확한 법규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장에서 SHE 법규를 준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간 업무 프로세스주1)를 시스템화
-법
 규 정보: 사업장에 적용되는 SHE 법규 및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정보를 구축하여 검색·

01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주1)업무 프로세스: 사업장 요청 → 내부 검토 → 정부 협의 → 결과 안내

법규정보

통합
Regulation
DB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법규
이행관리

법규
제·개정 대응

법규 이행

수검・감사
- 대내·외 수검 및 감사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사
 업장에서 수행해야 할 법규 요구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성을 관리하고,

내부 수행기준을 적기에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간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여 활용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시스템으로 정보

할 수 있도록 함

를 제공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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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사업장 내 화학물질관리 강화
최근 연이은 화학사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 화학사고 대응, 피해구
제 등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법규
를 빠짐없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 및 자료 취합 수준에서 더 나아가 화학물질 도입단계에서부터 제
조, 보관, 운송, 판매, 폐기까지 전 단계에 있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SK이노베이션은 외부로부터 화학물질 원료를 도입하여 새로운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운송 및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화학물질 구입
위험성 평가・
안전성 확인 개선
법적 사항 조치

화학물질 구입 |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
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활용하여 유
해·위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물질 사용 시 구성원, 협력회사
근로자, 지역사회, 공정시설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위험성
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조치하여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은 구매시스템과 연계된 ‘화학
물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인허가 등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를 도입부서에 제공하여
법규준수를 위한 필수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화학제품 제조
공정·설비 안전관리
화학물질 Inventory
MSDS 작성·교육

화학제품 제조 | 제품 제조 시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부분의
설비들을 밀폐상태로 설계하여 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간 연결 부위나 조작 부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량의 누출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장에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용·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MSDS
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 수행 전에 구성원이나 협력회사 근로자가 MSDS 내용을 충
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함은 물론 작업 현장에 MSDS를 항시 비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에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Inventory를 구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제조량,
각각의 물질들의 성상 등 물질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송 및 판매 |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3

서는 국내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해외 수출 시 유럽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 등 국제협약 또한 충족하여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제조

운송 및 판매

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사외로 운송·판매하기 전에 해당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

법적 기준 검토·확인

허가 사항을 완료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당 물질의 안전보건 정

MSDS 제공

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MSDS를 직접 제공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MSD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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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02
신(新) 기후체제 대응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왜 중요한가?
이슈의 중요성

•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은 2030년까지 BAU 대

이해관계자의 영향 평가

이슈

재무적
영향

평판적
영향

운영적
영향

11.7%를 산업계가 감축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적
영향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

기후변화 대응

대내·외 리스크 관리

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공정과정에서의 에너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배출권

√

가격 상승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은 운영 비용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줌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가?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성과측정 방안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

•에너지 신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리스크 최소화

•공정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목표 7 |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목표 13 |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Link to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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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기후체제 대응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인하여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구입,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화석연료 연소로 많은 양의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전력과 스팀 사용으로 인해 다량의 간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장 내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COP21 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전반에서 국가 배출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

부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1)

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수립하여 5년마다 제출해야 하
주2)

며,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감축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게

주1)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됩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는 한국은

주2)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30년까지 BAU주3)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높은 수준의 감축

주3) B
 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 전망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11.7%는 산업계가 감축하는 것을 목

경영활동 전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배출권 거래 전략은 예산확보, 집행, 구매 등 각 단계별 추진방안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배출권 매입을 시작할 경우 발생할 수

석유화학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

있는 배출권 가격 상승 대응 방안, 생산량 증가 시 추가적인 배출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년~2017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

년) 동안 SK이노베이션 전 자회사는 조기감축 실적 확보 등 내부

한 절차를 통해 관련 부서별 역할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배출권 거

현황 검토를 통해 배출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새로운 제도에

래 시 예산 확보, 거래를 위한 투자위원회 상정, 예산 사용 방법 등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출권거래제 도

세부적인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가이드

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 및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

라인을 설정하고 배출권 가격을 투자사업에 반영하여 투자사업 우

출권 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

선순위 결정 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정하였습니다.

이노베이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
를 비롯하여 정전 등 외부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
여 ‘비상대응 규정’을 전 자회사 공통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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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Intensity Index(EII)를 통한 공정별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절감 신기술 발굴

SK이노베이션은 설비 투자, 공정 개선 등과 같은 시설 교체를 통

SK이노베이션은 폐열 회수, 열 교환망 개선 등 에너지 절감을 위

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EII 주1)를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

해 사업장 내 공정 최적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II를 통해 공정별 최적 상태를 반영한 에

또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폐열을 활용한 발전 또

너지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 에너지

는 스팀 생산, 고효율 설비로 교체, 새로운 공정과 촉매, 에너지 관

분석결과를 정기적으로 각 생산팀에 전달하여 보다 세분화된 규모

리기법 도입 등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

된 기술을 사업장 내 공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열 회수

년에는 EII가 2014년 대비 1.1 저감되었으며, 이는 비용 환산 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열교환기를 새로운 형태의 고효율 열교환기로

120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교체하여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연료 사용 절감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기

주1) Energy Intensity Index: 공정별 표준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실제 현장에서의

술 발굴을 통해 공정 내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2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외 동종산업 내 벤치마킹 지표로 활용

에너지 신사업 확대

배터리 사업 강화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리튬폴리머 전지를 기반으로 하여,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
치용 배터리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
인 분리막과 전극에서부터 셀과 팩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생산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밀
도와 출력 밀도가 높은 셀 기술 보유를 통해 전기차의 주행 거리
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습니다.주1) 이를 기반으로
Mercedes Benz, Mitsubishi Fuso,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외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성능 및 고객 요
구에 부합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는 1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

생산 2동 조감도

였으며, 이는 쏘울 전기차 기준 연간 4만 대에 공급 가능한 수준입
니다. 2017년에는 3.9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동인 생산 2동을
증설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2018년에는 전기차 14만 대에 공급
가능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1)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주행거리가 증가하며, 출력밀도가 높으면
가속력이 우수함

Deep Change for Tomorrow

48

지속가능성 핵심 성과

신(新) 기후체제 대응

폐열 회수 이용
SK이노베이션은 버려지는 고온의 물, 증기, 가스 등의 열을 회수

이를 통해 1,056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장에서의

해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Complex(SK에너지, SK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413,413tCO2 탄

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에서 2016년 총 8,180TJ의 폐열을 회

소배출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수하였습니다.

울산 Complex 폐열 회수 보일러

Business Case
Master Plan을 통한 동력사용량 절감
SK이노베이션은 공정 운전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력사용량 절감
총 동력 절감량 (단위: FOEB/D,
억 원/년)
비용 절감 효과

연료, 스팀, 전기 등의 동력비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
선 Master Pla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712

673

Master Plan은 연료, 스팀, 전기 항목에 대한 공급과 소비 측
면의 개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투자 효과 및 투자

190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약

302

25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337
140

또한, 지속적으로 잠재적 개선항목을 발굴하여 2017~2018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217
63

억 원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개선항목은 기술적 타

77

당성, 현장 적용성, 투자사업 경제성 측면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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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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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03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왜 중요한가?
이슈의 중요성

•파트너십 관계의 다양화 및 복잡성 심화에 따라 공급
망에서의 ESG 리스크가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자의 영향 평가
재무적
영향

이슈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평판적
영향

가능성이 증대됨

운영적
영향

전략적
영향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문화에 대한

√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 강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

•기업 경영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관리

√

요구 범위가 공급망에까지 확대되고 있음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가?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성과측정 방안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유지

•공급망 ESG 수준 제고

•ESG 평가에 따른 협력회사 제재 실효성 강화

- 협력회사 윤리 실천 확산

- 협력업체 비윤리 행위 등 윤리경영 모니터링

- 협력회사 평가를 통한 공급망 역량 강화 지원

- 정기평가 실시를 통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Risk 파악 및 해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최소화 또는, 공급망에서

•관련 법규 요구수준 이상의 기준·절차 수립 및 시행

발생가능한 리스크 최소화

목표 8 |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Link to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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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밸류체인 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 정부의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에 대한 역량제고 교육, 금융·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급망 조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이행을 강화하고, 공급망 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협력회사별 사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의 관리·실천 범위를 보다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SK이노베이션의 공급망 관리 정책은 1)Cost 경쟁력(Total Cost

관련 법률(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Ownership) 2)품질(Reliability) 3)납기(On-Time Deliv-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관리 기능을 반영함으

ery & Customer Service Level) 4)SHE(Safety, Health,

로써 환경적 책임 준수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nvironment) 5)Risk Management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

또한 당사 사규에 신용등급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협력회사 등록

으며, 이를 계약 관계의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 신용평가 결과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거래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 행동규범 을 제정하여 협력회사가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1)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
고 있습니다.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
거래 준수 등의 조항이 반영된 구매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협력회

주1) 협
 력회사 행동규범: 					

사의 윤리경영 실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매 프로세스 내 환경

http://www.skbiok.com/contents/vd_action_raw.html

협력회사 상생협력 활동
역량강화 지원

는 ‘동반성장 CEO 세미나 교육’을 비롯하여, 경영지원 교육, 기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하여

술공정 교육, 역량향상 교육, 안전 교육 등 각 직급 및 직무별로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CEO

고 있습니다.

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재무, 리더십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

2016 SK 동반성장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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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회사 채용박람회’를 지

또한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직접 지원, 네트워크론을 이용한 간

속적으로 개최하여 중소 협력회사의 우수인재 확보뿐만 아니라,

접지원, 동반성장보증협약을 통한 특별 지원 등 다차원적인 방식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상담과 더불어 직업심리 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협력회사에 저금리 금융 혜택을 지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채용박람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해 총 98명의 구직자들이 실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340억 원을 예치하여, 850억 원의 동반성장 펀드

이외에도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SK 고용디딤돌’ 프

를 조성하였습니다.

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

2016 SK동반성장

채용 Booth, 취업특강

협력회사 채용박람회

등 부대행사 제공

SK 고용디딤돌

인턴 채용·교육

(SK이노베이션 전체)

및 교육비 지원

참여 협력회사주1)

채용인원

19개사

98명

58개사

160명

340

억원

동반성장펀드 출연금
(2016년 기준)

기술 지원
SK종합화학은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와의 공동 기술개발

주1) 중복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 1회만 산정함

03

을 통한 설비 국산화, 공동 특허출원, 고부가가치제품 및 해외시장

금융 지원

동반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특허 출원의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대규모 인

공동 진행을 통해 협력회사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관련 기업

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울산 Complex 정기보수 주요 공사의 경우

대상 신규 제품 판매로 매출을 증대하고, 당사는 수입 제품의 국산

계약 후 공사 착수 시에 계약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

화를 달성하여 원가우위를 확보하는 등 상호 Win-Win하는 프로

사 완료 및 준공처리 후 일주일 이내에 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중소기업 기술 융합 열교환기 국산화 지원
SK종합화학은 서울엔지니어링과 함께 대기업의 기술력·관리
능력과 중소기업의 전문기술력을 융합하여 폐열 회수에 필요한
열교환기 콘의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양사가 개발한 열교
환기 콘은 에틸렌 생산 공정에서 나프타를 열분해한 후 발생하
는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존의 열교환기가 야기하던
균열 현상 및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종합화학의 ‘열교환기 국산화 개발 투자 및
R&D 지원’을 받은 서울엔지니어링은 공동 특허 출원 완료를
통해 국내 산업계에 약 257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및 45억 원
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창출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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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핵심 성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공급망 ESG 책임강화 활동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

공급망 안전·환경·보건 체계 수립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명

SK이노베이션은 공급망 내 안전·환경·보건 관리 수준을 제고하

절·승진축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기 위해 프로세스 개선 및 리스크 제로화하고자 하며, 협력회사가

공정한 공급망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선물을 수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환경 관련 규제 준

령한 구성원은 사업장별 담당부서에 선물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수 및 SK이노베이션의 자체 공급망 안전·환경·보건 관리 정책을

반송이 어려운 선물은 당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구호기관

계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안전보건공단 및

및 아동복지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회사와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별 사업 특성에 알맞은 안

공급망 리스크 저감

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MOU에 참여한 39개 협력회사 모

당사는 협력회사 등록·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KOSHA・OHSAS 18001)을 획득

ESG 수준 제고를 목표로 구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

하였습니다.

선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 상규 상 요구되는

또한 대형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인허가 관리 프로

사항을 구매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변경된 사항은 구매정보시스템

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협력회사에 함께 공유하고 있으

을 통해 외부에 공개 및 협력회사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

며,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해상 누유 등 대형사고

력회사 등록 시에는 공정투명 거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수취하고

에 대한 전사 통합관점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정기적으

있으며,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ESG 요소 전반에 대한 준

로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 및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 의식 증진 차원에서 당사가 자체 개발한 ‘작업
안전 가이드’를 협력회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와 함께하
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회사의 위험성 평가 및 안
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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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고객

구성원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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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관리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이사회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이끄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 중심 경영’
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독립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또한 이사회 산하 6개의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으며,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감사, 사회공헌위원회는

도록 전체 이사의 60% 이상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전원 사외이사)함으로써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독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체

립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 8명 중 62.5%에 해당하는 5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진 현황
구분

성함

사외

김창근 사내이사

위원회

김창근

인사위원회 위원

김준

현)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전) SK에너지 전략본부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략위원회 위원

유정준

현) SK E&S 대표이사 사장
전) SK G&G추진단 단장 사장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김대기

현)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전략위원회 위원・투명경영위원회 위원

김종훈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현) 경방 대표이사 회장
전) 한국 YEO 회장

전략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인사위원회 위원

하윤경

현) 홍익대학교 기초과학과 교수
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이사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민희

현) KAIST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내

기타비상무

주요 경력
현)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전)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김준

김준 사내이사

유정준 기타비상무이사

김대기 사외이사

김종훈 사외이사

김준 사외이사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이사 구성

주요 역할

사내

기타비상무

사외

0

0

4

이사에 대한 직무 감사 및 회계, 경영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사외이사후보 추천

1

0

2

사외이사 후보 Pool 발굴, 관리 및 추천 등

전략

1

0

2

중·단기 경영계획 및 전략 검토, 주요 투자 및 기획 관련 사항 검토 등

감사

인사

1

0

2

사내이사 후보 추천, 이사보수 한도 및 주요 인력관리 정책 검토 등

투명경영

0

1

2

계열사 간 거래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검토 등

사회공헌

0

0

3

사회공헌활동,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 및 Issue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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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경 사외이사

한민희 사외이사

지속가능성 성과

이사회 운영

이사선임 프로세스

안과 후보 Pool을 선정한 후 수 차례의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주주총

SK이노베이션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합니다. 후보 확정을 위한 토의 시에는 이사

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및 기타비

의 독립성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후보의 전문성, Commitment, 경영

상무 이사 후보는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에

Mind, 사회적 지명도, Personal Image 등의 평가 기준과 이사회 구

대한 자격 및 자질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성의 다양성, 선임 시기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방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1

2

사외이사 후보
Pool 선정,
심도 깊은 토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방안 수립

3

4

5

사외이사
후보 확정

주총 안건
확정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
구분
전문성
Commitment
경영 Mind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Personal Image
다양성
기타

내용
기업 경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활동 경험이 있음
이사회에 90% 이상 출석이 가능하고,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함
국내·외 대기업 CEO 또는 조직의 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리더십을 보유함
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소신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함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명성을 인지하고 있음
이미지가 깨끗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성별, 나이, 국적, 민족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
선임 시기의 대내·외 경영 환경 및 전략 고려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고,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으며, 상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주요 결격사유에 대한 SK이노베이션 자체 기준을 수립, 준수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주요 결격사유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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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이사회 운영
체계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적극적인 현장 경영 실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매년 경영계획 및 중・장기 전략(To-be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사업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에 기반하

Model)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등 사업별

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내・외부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지속가

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능한 성장 방향 수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진이 안건에 대해 충

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사업 관련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개최 최소 5일 전, 산하 위원회는 개

2016년에는 울산 Complex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장 구성원들

최 최소 2일 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

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경영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주요 성

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 신속하게 의사 결정함

장사업인 반도체 사업 현장(SK하이닉스)도 방문하여 협력 강화 방안

으로써 투명한 경영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사회가

을 모색하였습니다.

총 13회, 산하 위원회가 총 17회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성과 평가 및 보상
이사회 Communication Session 운영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구성, 역할, 책임, 운영과 관련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사업보고

고 경영 의사결정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도출한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이

다. 특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실행하는 파트너로서의 역

사회 운영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나

할 강화를 위하여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층과 사외이사가 참여하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는 CEO Session, 전략 Session을 개최하여 경영철학 및 비전, 전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하는 ESG 평가에 매년 참여하고

략(Strategic Fit) 뿐만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제를 추가로

있으며, 2016년 지배구조 부문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외부적으

선정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도 이사회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보상

2016년에는 경영철학(개정 SKMS), 주주환원 정책, 석유 사업 관련

을 위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전략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를 실시한 후,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향상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활동을 위하여 사외이사들은 국내·외 지배

실시하고 있습니다. Session의 주요 내용은 전사 및 주요 사업의 전

구조 및 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략, 동향 및 주요 리스크 요소에 대한 보고,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

가장 권위있는 기업지배구조 단체인 NACD(National Association

등 의사결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

of Corporate Directors)와 ICGN(International Corporate

에도 내·외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요 이슈들과 연관성 있는 Legal

Governance Network)의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및 Communication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

특히 신임 사외이사는 본사 및 지방 사업장별 집중 오리엔테이션을 통

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내부 감사조직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하여 회사 및 관련 산업·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받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반기 또는 분기 1회

는 한편, 내·외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

수준의 Risk Management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 Session을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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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오일·가스 생
산 및 정제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기술력 향상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미래 수익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
션은 당사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체계화하여, 각 리스크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보고 및 거버넌스

분석 및 모니터링

SK이노베이션은 리스크를 재무, 산업 및 운영의 3개 카테고리로 나누

SK이노베이션은 각 리스크에 최적화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 리스크는 SK이노베이션 및 자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회사의 주관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며, 각 회사 경영층의 의사 결정이 필

의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과 각 자회사별로 다양한 경

요한 사안들은 자회사 CEO와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석하는 리스크 협

제지표에 기반하여 단기적 방향성 및 중장기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운영 리스크는 SK이노베이션의 각 주관

리스크의 감내 가능한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

부서가 자회사 리스크를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

및 운영 리스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의

션 경영층 및 자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리스크 종류에 따라 매

견 등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전 구성원이 주요 동향을 인지하고

달 최고 경영층 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 인트라넷을 통해 공

또한, SK이노베이션과 각 자회사 간의 높은 업무 연관성으로 인하여,

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 CEO와 5개 자회사 CEO
등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층 미팅(매달 3회 개최)에서 논의하고 있으
며, 필요한 경우, 안건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거버넌스
최고경영층 Meeting

이사회

각종 Risk 관리 협의체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주관부서

재무 리스크(Financial Risk)

산업 리스크(Business Risk)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윤리

유가

준법

리스크
카테고리

환율

인사

세무

국가 및 지역 정세

신용

정책 및 규제

안전
환경
정보보호

경쟁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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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리스크 파악 및 대응
SK이노베이션은 환경, 사회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전반에 미치는 장기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Emerging Risks

Business Context

•유가 변동은 정유사 복합정제 마진과 석유화학 업체의 Cash 마진 등 다양한
경로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말 		
미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가 급락 이후,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유가 회복기간을 거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특히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대 수요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둔화 장기화

불안정한 석유가격 및
재무 리스크

및 자급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 탄소배출, 기후변화 이슈는 산업의 핵심 과제
이며, COP 21 이후 산업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또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환경・기후변화

•윤리경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대리점을 비롯한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공급 가격은 국제휘발유 가격, 국제원유 가격, 원유도입 가격
변동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하나, 원유가 하락 시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의혹 또한 거래 관계 		

제품판매 및 거래 관계

속에서 잠재적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국내 일부 금융기관의 수탁업체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적
사건들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제도를 비롯하여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 확대 등 법・제도 규제의 요구사안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이 함께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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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Impacts

Mitigation Action

•주요 원재료인 원유와 생산물인 석유제품은 국제시장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 및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수익구조에도 불안정성

•축적된 산업지식을 바탕으로 최적화(Optimization)개념을 원유 정제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원유 특성을 파악하고 석유 제품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양한 경제적·법적·정치적·기후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중동 등 장거리 수송에 따른 선적월과 도착월 간 원유가격 차이로

생산에 최적화된 원유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율변동 리스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환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내 가능한 환위험 수준

인한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가 예측은 재무적 성과와 직결될

을 정의하고, 설정된 환위험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외화 Position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Hedge를 실시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은 판매량, 가격, 원유의 원가 등에 영향을 미쳐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손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로 인해 제조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 저감 정책으로 인해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탄소배출
량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
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 신사업 투자와 기술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비롯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공정거래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밖에 내부 		

•공정거래는 법규 위반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벌금 등에서부터
기업의 명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리스크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 변동에 따른 판매 가격 변화는 소비자 및 브랜드 신뢰도에도 		

모니터링의 강화, 구성원 공정거래 의식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력과 더불어, 주유소 상권별 최적 유외 사업을 개발, 적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고자 Network Value-up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고객 관계 강화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고객 정보의 건전한

•고객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체계(PIMS)인증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관리는 사업 성장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보 관리 체계의 부재는 고객 소

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 및 마케팅 측면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의 형사 입건 등 기업 브랜드 이미지

•지속적인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고객 개인정보 접근 통제 강화 등 내부 관

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주요 통신사 임원의 경우 		

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와 관

개인정보 유출 방관 혐의로 입건되는 등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련된 수탁사에 대한 정기·비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 조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 교육을 수행하여 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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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면서, 보다 투명하
고 준법적인 경영활동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윤리규범 및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준법 의식을 내재화하여 투명한 경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원칙 수립
SK이노베이션은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채택하여 따르기를 권장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수립하

하고 있습니다.

였으며, 최근 경영환경 변화 및 대외규제 강화,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또한 사례 중심의 행동기준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판

Practice 및 Lessons Learned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

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의문사항을 가지는 내용에 대

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및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

해서는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관한 질의응답(FAQ)을 제정 및 운영하

중인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회사 중

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

구성원 윤리의식 함양
구성원 윤리교육 확대

1

당사는 구성원의 윤리준법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윤리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시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윤리 Issue

임원

차

에 대해 구성원과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윤리교육

팀장
51개 분과

윤리경영
워크샵

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내용

교육 인원

교육 시간

전 구성원 대상 애니메이션 형태의 On-line 윤리교육

5,796명

2,318시간

신입사원 및 승진자 대상 윤리교육

604명

604시간

2

팀장

차
팀원
306개 분과

윤리경영
워크샵

윤리경영 실천 워크샵 실시
SK이노베이션은 2016년 리더 주도의 윤리경영 실천 워크샵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와 리스크 사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워크샵별로 각각 임원, 팀장이 리더로 참석하여 구성원 간 활발
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리경영 실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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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성과

윤리경영

윤리경영 설문조사 실시

2016년 기준 총 142건의 제보 및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단순 문의, 잘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식 및 인프라 운영에 대한

못된 제보내용, 타 관계사 관련 제보 및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전체 건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에 해외 법인·지사의 글로벌 스

수는 52건입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실시 및 관련부서 이

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설문조사를 실시하

관 등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의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

처리, 고객불만의 경우 당사 고객불만 처리 관련부서에 이관 등을 통해

서와 협의하여 전사 구성원에게 안내하였으며, 설문조사 이후에는 구

처리하였습니다. 제보조사를 수행한 15건 중 3건이 구성원 윤리규범

성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전사적 차원의 윤리

위반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

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 (내부 규정 위반 2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수수 1건)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협력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당사는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윤리상담실 및 윤리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경영

경영 사이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비윤리적 행위에

실천을 위하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당사가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남

대한 제보·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

용하거나,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우월적 지

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제보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

위 남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849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설

에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엄수하여 제보 행위에 대한

문조사를 진행하고, 보다 심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47개 협력회사에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당사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
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리상담실 및 윤리경영 사이트 상담 현황

윤리경영 제보·상담 건수

(단위: 건)

이해관계자별 건수
제보

상담

불만

합계

고객

-

-

15건

15건

비즈니스 파트너

15건

-

-

15건

구성원

1건

6건

-

7건

기타·미상

15건

-

-

15건

합계

31건

6건

15건

52건

101
81
52

제보유형별 처리 건수
조사(감사)

관련부서 이관처리

기타(확인불가, 기각)

15건

25건

12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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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체계
SK이노베이션은 거래 투명도 제고 및 공급망 내 공정 경쟁 활성화를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 전 자회사 구성원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

및 사업활동에 대하여 각 요소별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CP 7대 요소를 정의하여 세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요소
·공정거래준수선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채택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CE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방침 천명

·지속경영본부장(SK이노베이션), 대외협력실장(SK에너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경영기획실장(SK종합화학), 경영전략실장(SK루브리컨츠)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공정거래 가이드북 발간

·공정거래 구성원 세미나 개최

자율준수교육

·공정거래전문가 교육, 사업별 특화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및 자율준수관리규정 운영
·자율준수 담당조직 운영
·공정거래 점검 실시

내부감독체계

위반책임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및 운영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 활동 관련 제반 문서의 체계적 관리

공정거래 외부 규제 대응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또한 대리점법 시행(‘16.12.23)에 대비해 2016년 하반기 SK이노베

(공정거래법 23조2)’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기업집단의 내부

이션 계열의 모든 대리점거래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대리

거래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서는 조사대상 거래

점거래 계약서를 전수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

규제대상 거래 여부 확인, 주문확인 절차 등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완하였으며, 관련 조직에 대리점거래 프로세스 안내 및 교육을 실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

한 후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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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또한 기존의 ‘경쟁사 접촉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개별 거래에 대한 공

공정거래 내부 모니터링 강화

정거래 Issue를 안내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SK이노베이션은 구매담당 조직 및 협력회사와의 접촉이 빈번한 생산

거래별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공정거래 이슈를 담은 ‘공정거래 가이

조직을 대상으로 대·중소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드북’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전 구성원에게 배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 거래 개시 이

포하였습니다.

전에 본사 Biz. 컴플라이언스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부당지원성의 존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 단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Letter’를 지속적

재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매년 200여 건 내외의 공정거래 컨설팅

으로 제공하여 사내 공정거래 준수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 및 외부교육 참가를 통하여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의 전문

이외에도 각 사업부별로 공정거래 Coordinator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업과의 공정거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직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 점검 → 교육 → 성과측

향후 계획

정 및 개선의 선순환적 체계를 수립·시행하여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지
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맞춰 윤리규범 및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윤리경영에

구성원 공정거래 의식 내재화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 구성원

2016년에는 글로벌 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라 해외 사업부를 대상으

모두가 윤리경영의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하

로 당해 국가 경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부에 시장 지

면서도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교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

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주재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공정거래 의식을

래위원회의 주요 관심 이슈를 중점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공정거래

제고하였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
리 프로세스를 구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6 공정거래 점검 및 교육
싱가포르 경쟁법 및 국제 카르텔 관련 교육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및 프로세스 개선사항 교육

시기

대상

6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싱가포르 자회사 및 SK에너지 출자 싱가포르 JV

7월(점검),

SK이노베이션 계열 구매담당

12월(교육)
공정거래법 교육
대리점법 계약서 점검 및 관련 프로세스 교육

7월
8월(점검),

SK인천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 계열 마케팅부서

10월(교육)
중국 반독점법 관련 리스크 점검 및 교육

9월

SK종합화학 중국 상해법인

일본 독점금지법 관련 리스크 점검 및 교육

9월

SK루브리컨츠 및 SK종합화학 일본 동경법인

공정거래 Coordinator 온라인 교육

9-10월

SK이노베이션 계열 주요 마케팅부서 Coordinator

공정거래 기초과정 온라인 교육

10-11월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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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구성원 개개인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이며,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애
사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 고유의 인재육성체계에 따라 글로벌 최고 수준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사내 소통 활
성화와 공정한 성과평가·보상,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한 구성원 업무환경 만족도 제고 등 강하고 우수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역량 강화
SK이노베이션은 패기 있게 자신의 일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가는 Caring Professional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인재육성
체계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인재육성 체계

리더십

차세대 리더

직무역량

SK Values

직책자 리더십 개발·발휘 지원

차세대 리더군 선제적 육성

직무·기능별 전문역량 강화

패기·프로다움의 Values 내재화

-조
 직별 최적화된 Best-Fit

-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인재를

- 체계적인 전문 역량 교육

- 구성원 대상 주기적·반복적 교육

리더십모델 기반의 Customized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선제적으로

- 중장기 연수 시행

을 통해 핵심가치 내재화 및

진단-피드백 시행

육성

-리
 더 주도적 현장 노하우 및

실천 강화

-리
 더십 교육·코칭·워크샵을
통한 적극적 개발 지원

경험 전수 교육 시행
과장
JLDP

부장
FLDP

팀장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워크샵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

HLP

(Junior Leader (Future Leader (HIPO Leader
Development Development
Program)
Progra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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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교육지원 활동

FLDP (Future Leader Development Program)

Best-Fit 리더십 진단-피드백-육성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구성원들을 리더 후보군

SK이노베이션에서는 각 조직에 최적화된 Best-Fit 리더십을 규명하

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재무

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리더들의 리더십 효과성을 진단·피드백하고

적인 관점 등 리더로서의 필수역량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조직 및 사람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리더들은 Customized된 리더십 육성 가이

관리 측면에서도 준비된 리더를 조기에 양성하고 있습니다.

드를 제공받게 되며,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여 리더십 스킬을
Biz Insight Seminar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에너지·화학 Biz 관련 Trend 및 Global Insight
구성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연간 3,500명 이상의

SK이노베이션은 직군별로 특화된 육성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활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혁신을 위한 자극과 학습의 장을 만들

하게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

고 있습니다.

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SK이노베이션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및 보상 제도를 정립하여 구성원의 역량, 실적, SK Values를 평가하고 있으며, 조직과 개인의 성
과 및 평가에 따라 철저한 차등 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

대상

평가 영역

- 공정한 기준을 통해 역량과 자질, 업무 업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SK
Values

- 승진, 이동, 교육훈련 및 보상 등의 기준 지표로 활용
- 성별, 나이, 학력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없음

역량

업적

모든 정규직원

보상

대상

원칙

-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 평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장·단기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정책 시행
-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구성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
- 성별, 나이, 학력 등에 의한 부당한 차등 보상 없음
모든 연봉제 직원

성과평가에 따른 철저한 차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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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일과 삶의 양립 지원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동

SK이노베이션은 여성인력 육성과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

종업계 최초로 구성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

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SK W-네트워크’를 구

력근무제’를 도입, 팀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워

성하여 여성 이슈와 관련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해 나가고

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 및 보고의 절차를 간략화하는 한편, 구성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를 도입하여 출산 후 별도의 신청

원들이 유연하게 업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

없이도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1년 간 육아휴직으로 자동 전환

도록 하였습니다.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개원한 사내 어린이집 ‘SK행복어린이집’
은 보육 원아 수를 기존 49명에서 85명으로 74%(36명) 늘리고, 교

구성원 복리후생

직원 수 또한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구성원의 자녀 양육

구성원의 애사심을 제고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및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 시 융자 제공 제도, 퇴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장기 근속자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으
며, 이 밖에도 경조사 지원, 휴양소 및 콘도시설 제공 등을 통해 구성원
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과 구성원 중심의 소통
SK이노베이션은 고유의 강한 기업문화를 통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결

또한, CEO와 리더, 구성원들의 소통이 기존 온라인 채널 외에도 다채

집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

로운 방식과 주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스 포럼, CEO-구성원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SK그룹 고유의 경영 철학이자 경영관리시스템

과의 대화, 행복산책 등 대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

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전 구성원이 패

영하는 한편, 리더-구성원 간 소통의 가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240

기와 역량을 갖추고 자발적·의욕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SKMS의 실

여 명의 ‘iCON(innovation Communication ON)’을 선발하여 구

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원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

또한, 일과 조직문화에서 모두 ‘Speed & Flexibility’를 추구하여 혁

고 있습니다.

신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

이와 더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왔습니다. 기존의

더와 구성원 간의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잡한 승인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해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의서, 통보서 등의 결재 형식을 폐지하고 이메일을 통한 보고·승인

SK이노베이션 계열 내 CEO를 비롯하여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으며, 회의록 공유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완결되

목표를 지향하고, 이에 대한 조직별 점검과 개선이 신속하고 유기적으

도록 결재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 임원·팀장 및 구성원 워크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2015년부터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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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확대
CEO와 리더,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포럼, CEO-구
성원 간의 대화, 행복산책 등 다양한 방식과 주제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및 Change Facilitator인 iCON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
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채널(온·오프라인)

온라인

tong tong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이나 제도 등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문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Leader’s Blog

CEO 블로그를 통해 주요 경영 철학, 방침과 구성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원의 이해도를 제고

사내방송(gbs)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사업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 시간대 사내방송을 통해 경영층 활동, 주요 사업 현황, 조직별 활동,
구성원 소식 등을 전사에 공유

iCON

사내 소통의 메신저이자 Change Facilitator로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 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하며, 리더들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경영 현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변화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2016년 기준 240여 명 활동)

행복산책
오프라인

계층별 워크샵

2016년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CEO와 임직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다양한 문화·야외 활동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의미 있는 휴식시간을 공유(매월 사별 CEO 주최로 약 100여 명의 구성원과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경영 목표와 조직별 변화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과제에 대한 토의와 제안의 장을 마련

리더스 포럼

CEO와 전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매월 주요 사업 이슈 및 변화·혁신에 대해 사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경영 현안을 공유

Harmonia

구성원의 마음 건강과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한 상담코칭센터로,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전문 심리 상담사와
1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ife, Career, Work, Family 분야의 상담 및 코칭을 제공

CEO-구성원 간의 대화

행복산책 활동

Leaders Forum

향후 계획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넘어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을 추구하는

또한 빠르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통한 혁신 가속화를 위해 리더-구성

SK이노베이션은 ‘Winning Culture’를 키워드로 삼아, 구성원들이 주

원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한 제도와 프로세스

어진 과제와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와 ‘이기는 구성원’을

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나

육성하고자 합니다.

갈 것입니다.

Deep Change for Tomorrow

69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공급망 관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과거 단일 기업 간의 경쟁에서 밸류체인 경쟁으로 비즈니스 규모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
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 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유의 기준을 통해 핵심 협력회사를 분류하여 엄격히 평가·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협력회사
와 활발히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공급망 내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거버넌스
SK이노베이션의 전사 구매전략 및 동반성장 관련 업무는 구매기획팀

하여 협력회사 관리 및 세부적인 구매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력회

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SK종합화학

사의 안전·환경·보건 부문 관리에 대하여 각 사업장 및 SHE(Safety,

내 동반성장사무국이 별도 설립되어 동반성장 추진 활동의 전문성을

Health, Environment)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울산·인천·대전 각 지역에 인력을 배치

동반성장 관리 조직 및 역할

SK이노베이션
본사 구매기획팀

SK에너지 울산 Complex

SK종합화학
동반성장사무국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대전)

SK인천석유화학

각 사업장 및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부서

공급망 분류 체계 및 리스크 검토

리스크 영역

주요 리스크 요소

리스크 범위

SK이노베이션은 1)거래 규모, 2)대체불가능성 및 유일승인 여부, 3)

경제

신용등급·재무정보 변동, 행정처분 등 재무적 리스크

0.9%

윤리 관련 법규 위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핵심기술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협력회사를 분류

사회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핵심 협력회사는 주요 생산공장

3.1%
인권, 노동 등 이슈

인 울산Complex와 인천석유화학에서 대규모 공사·용역을 수행하거

환경사고(해상 누유, 가스 유출 등), 인체상해사고
안전·환경

나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원재료를 취급하는 업체(배터리 원재료, 촉

11.3%
환경 규제·법령 위반

매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6년도에는 총 5,336개의 협력회사 중, 1,733
개가 핵심 협력회사로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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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평가 및 모니터링
SK이노베이션은 공급받는 물품, 서비스의 품질, 납기뿐만 아니라 협

모니터링 프로세스

력회사의 윤리경영, SHE 방침 및 관리 수준, 인권·노동을 평가하여 공

SK이노베이션과 거래를 체결하는 협력회사는 구매 포탈을 통해 업체

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동

등록 시 ‘공정·투명거래 동의서’에 서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해나가

된 협력회사 전체에 대해 동의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따

고 있습니다.

라 협력회사의 부정,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불어 협력회사는 당사 임직원이 금품,

공급망 진단 체계

향응, 접대 또는 편의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임직원 친척의 지분보

SK이노베이션 계열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 협력회사를 지속적으

유 등 특수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핵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

또한 당사는 신용평가사와 협업하여 협력회사의 재무정보 변동을 실

재무·SHE 측면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

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 직원이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장 내 상주하는 경우, 노무관리 자

있습니다.

가진단을 통하여 인권, 근무환경 등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획득한 협력회사에는 우수

이외에도 협력회사 등록 시 SHE 경영방침, 환경인증획득 여부 등을 제

협력회사로서 보증금 면제, 정비동 입주 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출받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저장·연구시설에 대한 개별

있으며, 미흡한 업체에는 결과 피드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공사와 용역 건에 대해서는 SHE 계획서를 100% 수취 및 검토·평가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1)

하여 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모니터링 주요 성과

주1) 특수관계: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또는 임직원 친인척의 이사 선임이나 		
대상

2015

2016

SK에너지 울산 Complex, SK인천석유화학
정기평가 협력회사(*품질평가 협력회사 제외)

69

72

SHE 계획서 평가 협력회사

184

334

인권, 노동 등 노무관리 진단 협력회사

46

74

공정·투명 거래 동의서 서명 참여 협력회사

협력회사 전체

협력회사 전체

지분 보유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더 발전된 상생 협
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협력회사
CEO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는 동반성장 CEO세미나
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실시하는 협력회사 CEO 간담회를 통해 품
질 향상과 SHE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월 설비 협력회사 대상의 협의회를 운영하여 사고사례 공
유,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치·검사·기계·
물류 협력회사 대상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SHE 관리 역량 및 업무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CEO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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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추진 성과

향후 계획

동반성장지수 평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협력회사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와의 행복한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

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및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회사의 실질적인 니즈에 기반한 지원 강화 활동과 상호 간 소통 활성화

이어갈 것입니다. 기존·신규 협력회사의 역량 및 재무적 현황은 물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SK종합화학은 동반성장 전

협력회사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 근무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

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동반

로 고려하여 평가, 피드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화학업계 최초로 4년 연

및 공급망의 잠재적 리스크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협력회

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의 윤리경영 확대 및 실천을 앞장서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협

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동반성장 활동과 협력회사 지원을 통해 최

력회사의 경영진 및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협력회사와 함께

우수 등급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품 공급망 실적
2016년 12월 기준 SK이노베이션의 물품 구매금액은 총 9,536억 원
이며 이 중 약 51%는 국내 협력회사로부터 구매했습니다.

3개년 구매액
(단위: 억 원)
해외
국내

7,446

2014

7,436

2015

9,5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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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공헌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화학 글로벌 일류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의 행복 창출을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
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기업 경영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공헌의 방향도 ‘지속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누는 기업’을 지향하며 Happinnovation
(Happiness +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공헌을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 공존·공생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인식하고 사회와 함께 혁신
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미래 인재의 육성, 환경적 책임 이행, 지역사
회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보람과 자부심을 높이고 사
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 궁극적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 추진 체계
SK이노베이션은 사명에 맞게 ‘Happinnova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사 차원에서 ‘SK1004단’이라는 이름 하에 67개 자원봉사단을 조직

행복을 만들어 나누는 기업’을 사회공헌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

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단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기업, 지

특히, 2016년에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독거노인의 정

역상생과 같이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

서적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문제

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문화적 차원에서 인식하

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SK innovation CSR Framework

Happinnovation
행복을 혁신하다

Social Innovation

Green Innovation

Happy Innovation

혁신적인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회적기업

환경&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Deep Change for Tomorrow

73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Peru Yachaywasi

’, ‘Peru My School’

이외에도 교육 플랫폼인 ‘My School Program’을 통하여 페루의 저

SK그룹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글로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소득층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웹 기반 교육 및 정보 플랫

으로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이 진출해 있는 페루에 사회공헌

폼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

전담기관인 ProSynergy를 설립하고, 열악한 현지 농가의 농업기술

는 Tacna 지방정부의 펀딩과 한국 페루대사관의 지원으로 지역 일부

진흥을 위한 야차이와시 1, 2호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빈곤층 농민에게 농업기술과 정보, 컨

주1) Yachaywasi: 케추아어 Yachay(Teaching)+Wasi(Place)로 교육장을 의미

설팅 등 영농 축산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2) IICA(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operation in Agriculture) Fund:

주1)

세계 저소득 농촌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

또한 농산물 협동판매를 통해 사회적기업 공동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공헌 펀드

지역 미소금융 Finca, 카톨릭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도에는
핀란드 외무부로부터 IICA Fund주2) 239,302달러를 지원받아 농촌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야차이와시 총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지역민 1,974명을 포함한 2,304명의 농민들이
야차이와시의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참여 농가 중 약 630여 농
야차이와시

가가 SK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야차이와시 사업모델

SK이노베이션 리마지사

Catholic University
자문료

자금지원

농업기술

농작물판매

시장
판매수익

My Ecotech Farm
(Prosynergy)

참여 신청

농민
농업기술·장비
컨설팅·교육

교육

수강료

대학 및 농업 전문학교 학생

보증

저금리제공 협약

대부금+이자 상환

저리대출

Finca NGO(미소금융)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사업

조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기존 일자리창출 지원

SK이노베이션은 회사가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 외에도 사

대상이었던 노인계층 외에도 장애인, 다문화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보

회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

다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그 성과로 총 252개의 양질

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부터

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자립을 위해 사회적

특히 단순 사업비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학계, 사회적기업 분야 전문가

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7억 원의

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갖출

사업비를 지원하고 택배, 세탁, 케이터링, 농산물가공, 폐자동차 가죽

수 있도록 회계·인사·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기업 전환 컨

업사이클링 등 13개 기관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6개 기관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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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 인식교육 ‘에너지 마법학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성과
1차 사업(2013. 5~ 2015. 12)

SK에너지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관명

지역

사업 내용

일자리 수

사회적기업 전환

절약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 대상 에너지마법학교를

여민동락

영광

건조농산물 생산·판매

6

사회적 협동조합
(2015. 7)

시행하였습니다. 마술 등 재미요소가 결합된 체험형 방식으로 에너지

나누는사람들

전주

전주빵 생산·판매

18

사회적기업
(2016. 11)

대구시니어클럽

대구

시니어 아파트 택배

12

예비 사회적기업
(2015. 8)

종로시니어클럽

종로

서울시 지하철 택배

58

-

종류 및 에너지 절약방법, 에너지 만들어보기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
며, 발달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에는 구성원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 및 안
양 지역 아동 4,200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SK이노
베이션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콘텐츠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2014. 6~ 2016. 12)
기관명

지역

사업 내용

일자리 수

사회적기업 전환

성남시니어클럽

경기

떡 생산·판매(HACCP)

24

사회적 협동조합
(예정)

분당시니어클럽

경기

시니어 세탁작업장

13

사회적 협동조합
(예정)

대덕시니어클럽

대전

블루베리 재배·
가공품 생산

28

예비 사회적기업
(2017 상반기)

청원시니어클럽

청주

도시락 배달·식당 운영

27

사회적 협동조합
(예정)

꿈나무 과학멘토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는 2013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 분야에 관심
이 있는 지역학생 100명을 초청해 연구소 홍보관 관람 및 과학 실험,
전기차 시승 등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연구원들과 함께 풀어가는 과학멘토링 활동을 진행하
여, 지역 학생들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버팀목이 될 과학 인재로 성장

3차 사업(2015. 7~ 2017. 12)
기관명

지역

사업 내용

일자리 수

사회적기업 전환

경북장애청소년센터

안동

발달장애 청소년 카페

10

예비 사회적기업
(2016. 11)

농촌공동체연구소

제천

다문화 여성 제빵·판매

12

사회적기업
(2016. 2)

도봉시니어클럽

서울

시니어 세탁사업장

19

예비 사회적기업
(2017 상반기)

태화해뜨는샘

서울

정신장애인 카페

14

사회적 협동조합
(2015. 8)

(사)피피엘

경기

북한이탈주민 폐자동차
가죽 업사이클링

11

예비 사회적기업
(2017 상반기)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마법학교

나누는 사람들(사회적기업)

꿈나무 과학멘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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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상생
나눔 up 행복 up(구성원 기부)

터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기부금액을 활용하

‘나눔 up 행복 up’ 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

여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의료비 지원, 네팔 오지

여하고 있는 구성원 기부 프로그램으로 구성원이 희망하는 지원대상에

교실 건축 지원, 산간 오지 장애인 의족 수리 사업, 독거노인 생필품 지

게 기부하는 1인 1후원계좌 방식의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부

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온정을 나누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
의료 - 80.9백만 원

생계지원 – 78.8백만 원

·치매 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복지사각지대 가정 물품 지원

·소아암 환아 이식비 및 재활치료비

·그룹 홈(Group Home) 시설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응급의료비 지원
·절단 장애 의족 수리 지원

참여 인원

·독거노인 생계 지원

1,918명
모금액

·노인 바리스타 직업교육 지원

221.9백만 원

·네팔 오지 포카리번쟁 교실 건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단 지원
지역상생 - 27백만 원

교육 – 35.2백만 원

행복나눔 사랑잇기(구성원 자원봉사)

여 독거노인 1,000여 명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구성원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SK자원봉사단인 ‘SK1004단’을 조직하고 67

의 75% 이상이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개의 봉사팀을 구성, 전 구성원이 가입되어 봉사팀별로 적극적인 자원

졌고, SK이노베이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이 더욱 높아졌다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

고 평가했습니다.

점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2016년에는 자원봉사문화가 사회공
구성원 자원봉사 참여 현황

헌뿐 아니라 기업문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전 구

(단위: 시간, %)
인당 평균시간

성원 1인 1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

100

참여율

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독거노인과 발
달장애아동을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여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

으로 기능화한 결과 5,600여 명의 구성원 전원(100%)이 참여하였습니

56.9
7.8

57.1

5.6

능을 강조하고 사회적 교감(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61.8

5.9

9.9

전개해 나갔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에 대한 효

65.1

7.3

68.3

자립을 위한 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주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전사적으로

8.2

및 자존감 회복을 지원하고, 아울러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2014

2015

다. 이 활동을 통하여 특수학교 등 19개 기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아동
570여 명,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7개 기관과 협력을 통하

2011

2012

2013

구성원 자원봉사 추진체계

대상

발달장애아동

독거노인

목표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자존감 회복

주요활동

현장체험학습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공연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 구성원 결연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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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지역상생 프로그램

매년 4월에는 벚꽃이 만개한 사업장을 개방하여 벚꽃 축제를 개최하는

•울산

등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시민들의 행복을 가꾸기 위해 울산대공원을 조

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성, 기부 체납한 2006년부터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장미축제를 개최

전통시장공동장보기 프로그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1사 1시

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울산시와 공동으로 제10회 장미축제를 개최

장 자매결연, 지역 상점 이용 장려캠페인, ‘서구 사랑 나눔 김장대축제’

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약 29만 명의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

참여·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의 사업체를 지원
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행복꾸러미 지원, 백미 지원,

•서산·증평

독거노인 집수리,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산공장에서는 장애아동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원봉사 활
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10월부터는 이삭특수어린이집 발

•인천

달장애 아동 원생들과 함께하는 국화축제 견학, 크리스마스 산타 체험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주민과의 상생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활동 등의 사회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지역 학생들을

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사회 적응 기반 마련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미래인재육성 및 지역사

위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이루어나갈 예정입니다.

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합의안 발표 및 안심

또한 증평공장에서는 매년 증평군 내 저소득·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

프로젝트(안전검증, 건강영향평가) 수행 등 ‘안심할 수 있는 공장’이라

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는

는 목표를 수립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장운영 관련

등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구도심 지역 학생들의 학업 신장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여 다시 지역사회에 재능을 환원하는 선순환적 환
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중학생 학습 멘토링, 중학생 여름캠프 등 지역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육성취도를 향상시켰으며(2016년 총 571명 수혜), 취
약계층 학생 교복지원(2016년 총 497명) 및 인근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인천인재육성재단) 후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인재육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제주유소년축구협의회

제주유소년축구협의회 연혁

SK에너지는 제주도 지역의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제주특

2014

임의단체 설립

및 축구대회 개최, 취약계층을 위한 축구교실,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2015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축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201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완료

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

별자치도 유소년축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축구캠프

SK 슈가글라이더즈와 함께하는 신나는 핸드볼 교실
SK 여성 핸드볼팀 SK 슈가글라이더즈는 지난 2013년부터 재능기부
의 일환으로 ‘SK 슈가글라이더즈와 함께하는 신나는 핸드볼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연고지인 의정부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
로 핸드볼의 이론과 기초,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
며, 이외에도 ‘SK행복나눔 핸드볼 진로 콘서트’를 개최하여 핸드볼의
비전과 선수로서의 진로 탐방 등에 대해 청소년 핸드볼 선수들과 함께
핸드볼 교실 활동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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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관리주1)

SK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사고 최소화, 오염물질 최소화 등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발전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SHE 경영의
지향점으로, 회사는 법규 수준 이상의 SHE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동종업체 및 산업계의 롤모델로 거듭나 글로벌 일류 기
업의 위상을 갖추고자 합니다.

SHE 경영관리시스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선진기업들의 안전경영 필수 관리요소를 분

또한, CEO 리더십을 토대로 시스템의 이행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석해 이를 포괄하는 13개 관리요소를 정립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개하고, 실행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주

운영시스템을 회사의 규정과 하위 절차에 반영했습니다.

기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Plan-Do-Check-Action’의 선순환
Cycle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SHE Management System Framework

이행성 확보

Drive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정·설비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학물질
관리

SHE
사고관리

비상대응
관리

SHE
경영관리

SHE
감사관리
변경관리

협력회사
SHE 관리

SHE
법규관리

SHE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SHE
교육훈련

지속 개선

Feed back

주1)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안전, 보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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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관리

산업안전보건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인식 확산

합동 비상대응훈련 실시

울산 Complex에서는 ‘Challenge! 울산 Complex SHE Champion

SK이노베이션은 전사 단위 비상대응훈련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기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공장의 안전 관련 우수사례를 서로 공

존의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던 비상대응훈련을 전사 단위로 확대 시행

유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안전 체험을 함으로써 SHE실천의 중요성을

하여 CEO를 포함한 경영층이 비상상황 시 기능조직별 역할과 위기대

재인식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SHE 사진 및 표어 콘테스트, SHE

응 프로세스를 숙지하였습니다. 경영층에서부터 모든 구성원까지 비

챔피언 공장 선발, 우수사례 공유, 도전! 골든벨,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

상상황 발생 시 역할과 프로세스를 충분히 체화하여 비상시 무의식적

본 행사는 1,300명의 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재해 사업

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

장을 지속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SK이노베이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 동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장 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2016년에는 작업복 개선, 안전의식 제고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였고, 노사공동 선진 안전문화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비상대응 훈련

비상대응체계 운영
SK이노베이션은 화재폭발, 독성가스 누출,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구성원 건강 관리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공정은 공정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Complex에는 사내 부속의원을 운영하

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해 사내 비상대응 조직을 갖추고 초동대응을 통한

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건강습관 개선을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울산 Complex는 사업장 총괄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인병 예방

공장장의 주도하에 비상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중심으로 기술지

건강강좌 개설, 건강체험 홍보관 운영, 체중관리 및 적정 운동 지도 등

원, 연락, 행정지원, 재무지원, 현장지원, 현장대응, 소방 방재대, 인력

을 시행하였으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3,204명의 구성원이 건강 관리

통제대를 포함한 비상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조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은 1급부터 5급으로 구분된 규모에 따라서 조직을 유기적으로 구분하

통하여 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바탕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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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2016

2014

2015

12,843,831

13,033,976

2015

12,500,201

42,801,988

2014

(단위: tCO2eq)

41,622,210

43,060,578

(단위: MWh)

2016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SK이노베이션은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침’에 의거해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에너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범위는 울산 Complex(SK에너지, SK종합화

지관리시스템(GEMS, Greenhouse Energy Management Sys-

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인천사업장을 포함한 석유·화

tem)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에너지 소비

학·윤활유 사업 부문 및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에 해당하며,

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41,622,210MWh입니다. 2020년에는

해외 사업장 및 공급망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BAU 대비 9.5% 절감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2,843,831tCO2eq이며, 2020년에는 BAU 대비 9.5% 절감할 계
획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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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관리

사업장 환경영향 저감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단위: m3)

지정폐기물

(단위: metric tonnes)

2014

2015

2016

2014

68,854
2015

42,360

53,825

44,383

62,835
41,148

51,719,860

49,754,884

50,258,771

일반폐기물

2016

수질오염물질 관리현황
사업장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폐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배출지

울산 Complex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 고도처리

공공수역(동해)

No.2 FCC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용연하수종말처리장

PE·PP 폐수처리장

물리화학적

용암폐수처리장

EPDM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용암폐수처리장

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 고도처리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SK이노베이션의 용수 사용량은 본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사업장의 수

SK이노베이션은 자체 개발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

도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용수의 주요 취수원은 대

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자가매립으로 처리하고 있

암댐, 대청댐, 아산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용수 사용량은

으며, 일부는 수탁 능력이 검증된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51,719,860톤이며, 공장 내 공정개선 활동 으로 용수 사용량이 일

소각,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 폐유의 경우 재생연료 생산에

부 증가하였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폐수처리장에서 수거한 폐유의 일부

주1) 설비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공정 일부 개조 활동(Revamp)

는 매각 재활용 처리하고, 원유탱크로 재투입하여 폐유의 발생량 및 비

주1)

용을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전자소재 사업의 경우, 폐유 자체 재활
수질오염물질 관리

용 설비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폐유의 65%를 공정에 재투입하여 폐기

SK이노베이션은 수질 원격 감시체계 관제시스템을 적용한 고효율 생

물 발생을 줄이고 연간 10.7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에서 발생
하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흡착탑을 거쳐 최종 방류되고 있습니
다. 폐수처리 완료된 물 중 일부는 소방용수 및 조경수로 재활용하는
등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배출농도는 법적 기준보
다 강화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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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관리
SK이노베이션은 가열로, 보일러 등 사업장 내 주요 배출시설에서 발생
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TMS주1)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
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주2))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펌프, 플랜지, 밸브 등 비산 배출시설에 LDAR주3) 시
스템을 적용하여 매년 1회 이상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

주1) TMS(Telemete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지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환경문

주2) Hazardous Air Pollutants

제와 관련된 민원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3) Leak Detection and Repair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metric tonnes)

3,911

3,743

2014

2015

SOx(황산화물)

4,085

2016

9,180

8,546

2014

377

385

2014

2015

8,188

2015

2016

NOx(질소산화물)

359

2016

VOC(휘발성유기화합물)

Appendix

Oil Spill 예방을 위한 노력
해양 환경오염 예방
SK이노베이션은 한 건의 해양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표
준 및 절차를 작성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오
염방지관리인이 원유 Buoy주4), Dolphin주5), 원유탱크, 석유저장탱크
등 각 시설별로 상주하여 관리하고, 2016년에는 야간 근무 시에도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을 대폭 선임하였
습니다.

토양환경 관리
SK이노베이션은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자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상누유 합동 비상대응훈련 모습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하여 오염된 토양을 자발적으로 정화하고 토양
오염 확산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년 단위

주4) Buoy: 부두에 접안이 불가능한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유류를 양하하기 		

로 자발적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도에 대한 모니터링

위해 바다 위에 설치된 유류 하역 시설
주5) Dolphin: 대형 선박의 접안을 위해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설치한 가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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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SK이노베이션은 경영환경을 둘러싼 내·외부의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다면 분석을 통한 이슈 Pool 구성

중대성 Mapping 및 중요 이슈 도출

최종 결정

외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

동종산업 보고이슈

내부자료 검토

미디어 리서치 분석

지속가능경영 주요 현안

국제 표준 검토

CEO 주요 발표 분석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

이해관계자

사업 연관성
검토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Relevance

Impact

2016년 관심 이슈

이사회
검토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콜 센터 ‘고객행복센터’ 운영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엔크린닷컴 운영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연중 간담회 및 이벤트 실시

•동반성장 정책

•홈페이지(SK이노베이션), 페이스북(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루브리컨츠) 및 블로그(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고객

•인트라넷(tong tong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

•사내방송(gbs) 및 사별 Newsletter

•동반성장 정책

•iCON(사내 소통 메신저, Change Facilitator)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CEO-구성원 대화(Well-Comm. Day) 및 간담회
•행복산책

구성원

•주주총회, 실적 발표회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강화

•국내·외 NDR(Non-Deal Roadshow)

•본원적 경쟁력 강화

•국내·외 컨퍼런스

•불공정거래 방지

•1:1미팅, e-mail·전화 상담
•공시 등

주주・투자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각종 지역단체 간담회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인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및 경찰지구대 생활 안전협의회 참여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인근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위원회 참여 등

•동반성장 정책

•협력회사 정기협의회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강화

•협력회사 CEO 간담회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물류·기계·장치검사 정기 간담회 등

지역사회

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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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2016년에는 이해관계자 설문의 구성을 강화하여 각 이슈가 SK이노베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재무, 평판, 운영, 전략 4가지 측면으로 구분
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이슈로 인해 도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여 보다 전략적인 지속가능경영 대응 체계를 구
축하고자 합니다.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Material Issue (핵심 이슈)

동반성장 정책
일과 삶의 균형 유지

임직원 고용 및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관심도 (Impact)

대내·외 리스크 관리 대응

산업안전보건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강화
경제적 가치의 창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환경오염물질 관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장 환경영향 저감
연구개발(R&D) 강화

윤리경영 강화

자원 순환 및 리사이클
글로벌 성장 가속화

브랜드 가치 제고
환경경영 전략 및 체계

보고 이슈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강화

사업 연관성 (Relevance)

이해관계자 영향 평가

순위

GRI G4 측면

이슈 (Issue)

1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

2

고용, 훈련 및 교육

임직원 고용 및 역량 강화

√

3

배출

기후변화 대응

4

전략 및 분석

대내·외 리스크 관리 대응

5

경제 성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

6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재무

평판

운영

전략

페이지
42~45, 79
66~69

√
√

46~49, 80
59~61

√
√

28~31
50~53

√

7

경제 성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8

조달 관행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 강화

36, 86

9

폐수 및 폐기물

환경오염물질 관리

√

45, 81~82

10

지역사회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

7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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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 경제

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 SHE

사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에너지 사용량
(단위: 억 원)

구분

2014
매출액

2015
매출비중

매출액

2016
매출비중

매출액

석유

490,563

74%

352,997

73%

283,699

72%

화학

126,352

19%

92,880

19%

76,865

19%

29,818

5%

26,188

5%

25,358

6%

석유개발 및 기타

11,874

2%

11,499

2%

9,283

2%

영업이익액

영업비중

영업이익액

영업비중

영업이익액

주1) BAU 대비

구분

-9,990

-

12,991

66%

19,391

60%

화학

3,592

-

4,310

22%

9,187

28%

윤활유

2,899

-

2,947

15%

4,683

15%

석유개발 및 기타

1,672

-

-451

-2%

-978

-3%

2014
주1)

연료

41,752,039

40,629,371

1,049,949

992,839

총계

43,060,578

42,801,988

41,622,21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31,253,273

29,778,056

29,553,24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경제적 가치의 배분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단위: 억 원)

스팀
분야

배분 대상
기업

경제

사회

배분 내역

2014

연구개발비 주1)
유형자산의 취득주2)

2015

2016

1,344

1,654

1,453

16,417

4,609

6,345

투자자

배당금의 지급

-

4,474

5,965

구성원

종업원 급여주3)

8,969

11,653

11,116

협력회사

협력회사 물품 구매액

7,446

7,436

9,536

지역사회

사회공헌 투자

306

84

416

정부

법인세의 납부주4)

4,494

4,072

5,193

비재생 에너지
판매량

총 에너지
소비 비용

2016

859,238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주2)

총계

전기

2015

42,201,34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총 에너지 소비량주3)

영업비중

석유
영업이익

9.5 %

에너지 2020년 목표주1)

매출비중

윤활유

매출

(단위: MWh, 백만 원)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741,828

827,383

900,466

31,995,101

30,605,439

30,453,713

9,512,487

10,085,171

9,920,573

585,192

715,626

733,489

10,097,679

10,800,797

10,654,062

7,202,515

7,408,737

6,975,112

-

-

-

총계

7,202,515

7,408,737

6,975,112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5,766,935

5,519,925

5,819,561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467,782

493,060

641,116

총계

6,234,717

6,012,985

6,460,677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2,504,694

2,185,690

1,656,636

50,325

48,205

44,411

2,555,019

2,233,895

1,701,04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1) 2016년 사업보고서의 보고내용 기준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서린사옥(서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2) 각 년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주석 10-(2)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중 ‘취득’에 해당함

주3) 총 에너지 소비량: 연료・전기・스팀 구매량 - 비재생에너지 판매량

주3) 각 년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주석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중 ‘종업원급여’에 해당함
주4) 2016년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중 연결현금흐름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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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 SHE

에너지 사용량
(단위: MWh, 백만 원)

에너지 2020년 목표

2020년 BAU 대비

구분

2014
주1)

연료

41,752,039

40,629,371

1,049,949

992,839

총계

43,060,578

42,801,988

41,622,21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31,253,273

29,778,056

29,553,24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741,828

827,383

900,466

31,995,101

30,605,439

30,453,713

9,512,487

10,085,171

9,920,573

585,192

715,626

733,489

10,097,679

10,800,797

10,654,062

7,202,515

7,408,737

6,975,112

-

-

-

총계

7,202,515

7,408,737

6,975,112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5,766,935

5,519,925

5,819,56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스팀

비재생에너지
판매량

총 에너지
소비 비용

2016

859,238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주2)

총계

전기

2015

42,201,34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총 에너지 소비량주3)

9.5% 감축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467,782

493,060

641,116

총계

6,234,717

6,012,985

6,460,677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2,504,694

2,185,690

1,656,636

50,325

48,205

44,411

2,555,019

2,233,895

1,701,04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서린사옥(서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총 에너지 소비량: 연료・전기・스팀 구매량 - 비재생에너지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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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온실가스 2020년 목표

2020년 BAU 대비

구분

2014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총 온실가스 배출량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주2)
총계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총 직접 배출량
(Scope1)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총 간접 배출량
(Scope2)

9.5% 감축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2015

2016

12,261,843

12,742,702

238,358

291,274

12,550,646
293,185

12,500,201

13,033,976

12,843,831

9,896,681

10,386,561

10,358,002

135,819

152,634

164,675

10,032,500

10,539,195

10,522,677

2,365,162

2,356,141

2,192,644

102,539

138,640

128,510

2,467,701

2,494,781

2,321,154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서린사옥(서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용수
(단위: m3)

52,368,645m

총 취수량 2020년 목표

구분

2014

2015

2016

49,152,836

48,840,236

50,778,337

1,105,935

914,648

941,523

총합

50,258,771

49,754,884

51,719,86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49,152,836

48,840,236

50,778,337

1,096,212

904,883

926,839

50,249,048

49,745,119

51,705,176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주1)
총 취수량

도시 상수도 사용량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총합

0

0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8,873

8,969

13,768

총합

8,873

8,969

13,768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지하수(담수) 사용량

0

0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850

796

916

총합

850

796

916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우수 사용량

3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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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단위: metric tonnes - 건조 기준)

103,715metric tonnes

총 폐기물
2020년 목표

구분

2014
주1)

총 폐기물 발생량

67.5%

재활용 비율
2020년 목표

2015

2016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90,197

84,661

96,021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주2)

13,787

13,547

15,193

103,983

98,208

111,214

299

0

0

0

0

0

299

0

0

38,017

31,058

38,233

2,345

1,867

1,361

총계
처리 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자가처리량(매립)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총계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위탁처리량(소각・매립)

위탁처리량(재활용)

재활용 비율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총계

40,362

32,925

39,593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51,881

53,603

57,788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11,442

11,680

13,833

총계

63,323

65,284

71,62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57.5%

63.3%

60.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83.0%

86.2%

91.0%

총계

60.9%

66.5%

64.4%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29,690

33,338

29,835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11,458

11,045

12,525

총계

41,148

44,383

42,36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60,506

51,323

66,186

2,329

2,502

2,668

62,835

53,825

68,854

유형별 폐기물 배출량

지정폐기물

주3)

일반폐기물주4)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총계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지정폐기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가 규정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주4) 일반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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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metric tonnes)

구분

2014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NOx 배출량주3)

2015

9,180

8,546

0

0

9,180

8,546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주2)
총계

2016

비고

8,188
0 발생량 미미함
8,188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출장 및 임직원 출퇴근으로 발생한 NOx 배출량 제외

(단위: metric tonnes)

구분

2014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주1)
SOx 배출량주3)

2015

3,743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주2)
총계

2016

3,911

0

0

3,743

3,911

비고

4,085
0 발생량 미미함
4,085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출장 및 임직원 출퇴근으로 발생한 SOx 배출량 제외

(단위: metric tonnes)

구분

2014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VOC 배출량

주3)

2015
377

385

0

0

377

385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주2)
총계

2016

비고
359
0 발생량 미미함
359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비메탄 VOC 기준 (non-methane VOC’s), 고정발생원 (Stationary Sources)에서 발생한 모든 VOC 배출 포함

(단위: metric tonnes)

구분

2014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주1)
탄화수소 유출량

2015

2016

0

0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0

0

0

총계

0

0

0

주2)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단위: metric tonnes)

구분

2014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메탄 배출량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주2)
총계

2015

2016

1,862

1,995

2,024

4

7

6

1,866

2,002

2,030

주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SK에너지(울산), SK종합화학(울산), SK루브리컨 츠(울산), SK인천석유화학(인천)
주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서린사옥(서울), 배터리 생산 라인(서산), 전지·회로소재 생산 라인(증평, 청주), 글로벌테크놀로지(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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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근로손실재해율(LTIR) 2020년 목표주1)
주1) 구성원, 협력회사를 모두 포함한 통합 목표(백만근로시간 당 건수)

산업안전・보건
(단위: 건, 백만근로시간 당 건수)

구분

Fatality 수

2014

2015

2016

구성원

1

-

-

협력회사

-

-

-

합계

1

-

-

근로손실재해율
(LTIR, Lost Time
Incident Rate)

구성원

0.51

0.39

0.32

협력회사

0.97

0.71

0.54

합계

0.80

0.56

0.46

총 기록 재해율
(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s Rate)

구성원

1.03

0.86

0.64

협력회사

1.52

1.27

0.68

합계

1.34

1.08

0.66

-

-

0.08

구성원 직업성질환 발생율
(OIFR,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공정안전
(단위: %, 백만근로시간 당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비계획가동손실율
(UCL, Unplanned Capacity Loss)

0.21

0.07

0.24

공정안전 사고율
(Tier 1)

0.03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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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 사회

범주별 근로자의 구성 현황 주1)
(단위: 명)

40 시간

구성원 인당 교육시간 2020년 목표주2)

인원수(비율)

범주

2014

총 인원주3)
정규직

계약별

비정규직

연령별

소수계층

2016

5,820(100%)

6,045(100%)

6,231(98.3%)

5,744(98.7%)

5,915(97.8%)

107(1.7%)

76(1.3%)

130(2.2%)

5,623(88.7%)

5,171(88.8%)

5,388(89.1%)

여성주4)

715(11.3%)

649(11.2%)

657(10.9%)

30세 미만

734(11.6%)

589(10.1%)

522(8.6%)

30세~50세 미만

4,263(67.3%)

3,826(65.7%)

3,687(61.0%)

50세 이상

1,341(21.2%)

1,405(24.1%)

1,836(30.4%)

남성

성별

2015

6,338(100%)

장애인

130(2.1%)

94(1.6%)

94(1.6%)

국가보훈자

329(5.2%)

301(5.2%)

265(4.4%)

주1) 임원 및 고문 제외
주2) 2016년(기준연도) 구성원 인당 교육시간(27.3시간)
주3) 해외 사업장 현지채용 인원 제외
주4) 2016년 총 관리직 대비 여성 관리직 비율은 4%에 해당함

육아휴직 사용 및 이후 업무 복귀자 수

(단위: 명)

구분

2014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

2015

2016

남

2

4

2

여

61

65

65

남

-

1

2

여

25

39

48

노동조합 가입 비율
구분

비율

노동조합・단체교섭 적용 비율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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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단위: 억 원)

75.0%

지역사회 투자 비율 2020년 목표

구분

2014

2015

사회공헌 활동 비용

2016

306

416주1)

84

주1) 2016년 사회공헌 활동비 중 지역사회 투자(Community Investment) 금액은 60.8%에 해당함

봉사단 운영 실적
회사명

활동 횟수

활동 시간

봉사팀 수

참여인원

SK이노베이션

194

11,365.5

17

1,398

SK에너지

1,108

20,067

31

2,369

SK종합화학

284

3,991.5

7

949

SK루브리컨츠

62

1,343.5

3

247

SK인천석유화학

147

6,442

8

581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9

713.5

1

66

합계

1,804

43,923

67

5,610

주요 기부처 현황주1)
지원기관

프로그램

지원기관

프로그램

대한핸드볼협회

올림픽게임 훈련 및 지도자, 선수 역량강화 지원

한국고등교육재단

학술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독거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행복나눔재단

결식아동지원,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Prosynergy

페루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UNGC 연회비 납부
인천인재육성재단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전국재해구호협회

울산지역 수혜복구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잃어버린 가족찾기 캠페인

주1) 국내에서는 ‘정치자금법 6장 31조 기부의 제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치기부금의 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내 법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별도의 정치기부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협력회사 수

동반성장 펀드 출연금
(단위: 협력회사 수 - 개 사, 물품구매액 - 억 원)

구분

2014

협력회사 수

2015

2016

5,312

5,336

물품 구매액

7,446

7,436

9,536

현지주1) 협력회사 물품 구매액

3,710

3,767

4,833

50%

51%

51%

현지주1) 협력회사 물품 구매비율

(단위: 억 원)

구분
동반성장 펀드
출연금

주1) 대한민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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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SK이노베이션

270

120

120

SK종합화학

220

220

220

총합

490

340

340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법인세 납부 현황 주1)
(단위: 억 원)

구분

매출
한국

33,829

4,752

4,476

29

-

14,955

△53

140

3,498

145

34

162,953

△106

180

37,909

△216

△2

2,480

176

23

일본

4,930

13

7

중국

14,526

36

52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83

△58

-

△289,964

△1,512

7

합계

395,205

32,283

5,193

한국

438,959

33,829

4,752

아시아

기타(연결조정)

지역별

납부법인세

438,959

네덜란드

국가별

영업익

184,889

119

262

유럽

46,366

△100

32

기타

△275,009

△1,565

147

합계

395,205

32,283

5,193

주1) 연결 실체(소재지 기준)의 지역별 정보이며, 연결 실체 간 내부 거래는 기타에서 조정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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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Index

일반표준공개
번호
G4-1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요 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표준공개명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조직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밝힌 성명서

페이지
9, 97
34~35
60~61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설명

G4-3

조직 명

G4-4

주력 브랜드, 제품, 서비스

G4-5

본사 위치

G4-6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사업장

G4-7

조직 소유 유형과 법적형태

G4-8

시장 영역(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G4-9

조직의 규모

10

G4-10

고용 유형,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92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92

G4-12

조직의 공급망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중요한 변화

G4-14

지속가능경영 이슈 관련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방침이나 원칙의 존재여부 및 적용방법

G4-15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조직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97

G4-16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목록

103

G4-17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회사 등 보고조직에 포함된 독립체

G4-18

보고 내용 결정 프로세스

G4-19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요측면의 목록

84~85

G4-20

중요 측면별(Material Aspects)조직 내 측면경계

84~85

G4-21

중요 측면별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

G4-22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수정을 통해 발생하는 영향 및 수정 이유

10
12~21
10
10~11
10
10~11

93
중요한 변화 없음
59~61

10, 31
2

84~85
해당 정보별 기재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 범위 및 측면경계 관점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

G4-24

조직의 이해관계자 목록

중요한 변동사항 없음
84

G4-25

조직의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84

G4-26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이해관계자 유형별, 집단별)

84

G4-27

이해관계차 참여를 통해 제기된 관심사 및 대응 방법

84

G4-28

보고 기간(회계연도 또는 역년 등)

2

G4-29

최근 보고 일자

2

G4-30

보고주기(매년, 격년)

G4-31

보고서 문의 연락처

2

G4-32

보고서에 수록된 표준공개에 대한 색인

G4-33

제3자의 보고서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105
95~96
100~101

지배구조

G4-34

조직의 지배구조

56~58

윤리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행동기준 및 규범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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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준공개
측면

번호

공개사항

DMA
경제성과

G4-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86

G4-EC2

기후변화가 조직활동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DMA
간접경제효과

조달관행

용수

73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서비스 지원의 개발 및 영향

73~77

G4-EC8

영향의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73~77

DMA
G4-EC9

70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협력회사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72

G4-EN3

조직 내 에너지 소비

87

G4-EN6

에너지 소비감축

80

공급원별 총 취수량

88

46

DMA
G4-EN8

78

DMA

배출

46, 78

G4-EN15

직접 온실가스(GHG) 총 배출량

88

G4-EN16

간접 온실가스(GHG) 총 배출량

88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원단위

88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88

G4-EN21

NOx, SOx, 기타 중요한 대기배출가스

90

DMA

폐수 및 폐기물

환경 컴플라이언스

78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88

G4-EN23

유형별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총 중량

89

G4-OG5

공업용수의 배출량과 폐기량

88

G4-OG6

탄화수소 소각 및 배출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액수의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

90

DMA
고용

G4-LA2
G4-LA3

G4-LA6

풀타임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회사 복귀 및 근속 비율

지역사회

G4-OG10
반부패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DMA
G4-SO4
DMA
G4-SO7
DMA
G4-SO8

협력회사가

DMA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G4-SO9

자산 보전과 공정 안전

G4-OG13

68
92
42

지역별, 성별에 따른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율, 		
업무 관련 사망자 수

DMA
G4-SO1

중요한 액수의 벌금 없음
66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DMA
산업안전보건

46~49, 60~61

G4-EC7

DMA
에너지

페이지
36~37

91
73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지역사회 및 토착민과의 주요한 분쟁의 수와 정의
측면별 경영 접근방식 공개

74, 76
중대한 수준의
사례 없음
62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일반적 경영 접근방식 공개

62~63
62

경쟁제한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일반적 경영 접근방식 공개

64~65
62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중요한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회수

중요한 액수의 벌금 없음

측면별 경영 접근방식 공개

50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새로운 협력회사의 비율

71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공정 안전행사의 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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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의지

지속가능경영 의지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10대 원칙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 가입을 통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안전보건환경(SHE) 방침, 윤리규범 수립 등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SK이노베이션의 정책 및 활동

원칙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2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원칙3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한다.

원칙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원칙6

고용과 업무상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8

보다 큰 환경적 책임을 지는데 앞장선다.

원칙9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한다.

원칙10

‘인간 위주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상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며, 구성원의 자질·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여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개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 환경기준을
수립·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폐수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 개발, 미래 에너지 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이

부당이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 있습니다.
그룹 고유의 경영시스템인 SKMS를 토대로 구성원 윤리규범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윤리 상담실 운영, 온라인 제보 채널 활용 등 비윤
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UN이 새롭게 제시한 SDGs의 목적의식에 공감하여, 글로벌 기업시민으로
서 보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의 달성에 일조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적인 추진과제 수립 및 연
계 목표 확대를 통해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구분
Goal 1
Goal 2

SK이노베이션의 정책 및 활동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해외 사업진출지역(페루) 주민의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사회적기업)

지속가능농업 증진
지역 사업장 인근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자존감 회복, 발달장애아동의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Goal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인천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원 및 공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사업장 내 공정 최적화 활동 및 에너지 절감 신기술 발굴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중소 협력회사의 인재 채용 지원 및 ‘SK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Goal 14

해양ㆍ바다ㆍ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해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업무 표준ㆍ절차 작성, 현장 모니터링 강화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토양오염도 모니터링 실시 및 토양 정화 활동

Goal 8

사회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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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
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
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
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
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
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
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함종호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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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재무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매출액

658,607

483,563

395,205

매출원가

642,444

441,968

345,617

16,163

41,595

49,588

판매비와 관리비

17,991

21,799

17,305

영업이익

(1,828)

19,796

32,283

금융수익

26,166

22,505

17,924

금융원가

29,656

25,706

20,824

1,308

2,570

(1,240)

기타영업외수익

864

2,259

1,027

기타영업외비용

1,220

4,884

4,937

(4,367)

16,541

24,234

(36)

6,566

7,019

매출총이익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계속영업손익법인세비용
계속영업연결분기순이익(손실)

(4,331)

9,975

17,214

중단영업손익

(1,041)

(1,299)

0

당기순이익(손실)

(5,372)

8,677

17,214

887

861

(102)

(4,485)

9,538

17,112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유동자산

148,884

128,422

149,877

비유동자산

202,129

185,177

175,936

자산총계

351,013

313,598

325,813

유동부채

114,034

74,940

87,365

비유동부채

76,369

68,195

55,397

부채총계

190,403

143,135

142,763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50,003

158,897

171,031

자본금

4,686

4,686

4,686

기타불입자본

57,570

57,481

57,481

연결이익잉여금

86,360

94,496

106,708

1,387

2,234

2,157

기타자본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10,607

11,566

12,019

160,611

170,463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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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검증인의 검증 의견서 - 제 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GL”)는 SK이노베이션주식회사
(이하, “SK이노베이션”)의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성보고서 2016’(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 3자 검증을 수
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
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6년도 데이터에 한정되며,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GRI

G4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보고 내용 결정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감사인증위원회(IAASB)가 발행한 ISAE3000을 포함하여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1)에 따라 제한적 보증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증은 2017년
5월 실시되었으며, SK이노베이션의 본사와 울산사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 평가
> SK이노베이션 및 보고 범위 내 자회사의 주요 부서 담당자들과의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DB),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요성 평가 결과 검토
> 울산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경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테스트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산하 자회사(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
이딩인터내셔널)를 제외한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회사 및 제
3자의 성과는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K모바일에너지, SK배터리시스템즈는 범위에서 제외됨). DNV GL
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
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홈페이지(http://www.skinnovation.com)에 게
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SK이노베이션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
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는 계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합니다.

결론

검증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중요성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GRI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방법(‘in accordance’–Core)에 따른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GRI G4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 결정 원
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eriSustain protocol은 DNV GL 홈페이지(www.dnvgl.com)에서 요청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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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포괄성(Stakeholder Inclusiveness)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구성원,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회사를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
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전사 차원 혹은 개별 부서 단위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별 주요 담당 조직 및 참여 방식은 보고서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맥락(Sustainability Context)
SK이노베이션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SK이노베이션의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이
해관계자 영향평가, 중요 이슈로 선정된 이유,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성과측정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보고서는 2016년도 주요 성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있습니다.
중요성(Materiality)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 동종산업 벤치마킹 그리고 미디어 분석을 통해 SK이노베이션과 연관이 있는 33개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도출한 후,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각 이슈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를 거쳐 총 10개 중요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선정된 중요 이슈에 대하여 SK이노베이션의 재무적 측면, 평판 측면, 운영 측
면 그리고 전략 측면에서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요 이슈들이 보고서
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완전성(Completeness)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기간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중요 이슈에 대해 회사의 활동 내용 및 성
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경계는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산하 자회사(SK에너지, SK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서울 소재 본사와 증평, 청주, 서산, 울산, 인천의 생산공장
그리고 대전 소재의 기술연구원, 해외법인의 경우 주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설정되었습니다. 검증팀은 보고 경계 내
중요 이슈들의 성과들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 품질(정확성 및 신뢰성; Accuracy and Reliability)
검증 과정 중 검증팀은 샘플링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DNV GL은 특히 용수사용량, 폐
기물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NOx, SOx, VOC, 탄화수소), 산업안전 지표(근로손실재해율, 총기록재해율, 사망자
수, 질병발생률), 공정안전 지표(공정안전사고율)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팀은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근거 문서 및 기록 확인을 통해 보고서의 신뢰
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검증의 깊이는 각 계열사의 입력 데이터로 한정됩니다.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 및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Business Assurance는 DNV GL 그룹의 일원으로서 인증, 검증, 평가, 교육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
능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기관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사회・환경 검증 전문가들은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SK이노베이션 보고서의 검증
도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춘 검증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팀은 DNV GL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대한민국, 서울
안인균 대표이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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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성명서
SK이노베이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검증 범위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직접배출(Scope1) 및 간접배출(Scope2)에 대하여 합리적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지침
본 검증은 다음의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015호)
- KS Q ISO 14064-1,2,3 : 2006
- IPCC Guideline
검증 결론
귀 사업장에서 작성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음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적절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tonCO2eq)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SCOPE 1

SCOPE 2

총량

SK이노베이션(주)

46,020

120,643

166,663

SK에너지(주)

6,808,004

910,840

7,718,844

SK종합화학(주

2,374,593

775,224

3,149,817

SK인천석유화학(주)

1,206,284

408,035

1,614,319

SK루브리컨츠(주)

87,777

106,412

194,189

※ 참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사업장별 배출량 합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수점단위 이하를 절사함)

2017년 05월 16일

한국표준협회
Deep Change for Tomorrow

102

부록

주요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주요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SK이노베이션은 경제, 환경, 사회 각 분야의 주요 협회 참여 및 이니셔티브 지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 한국경제연구원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에너지미래포럼
- WPC(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SHE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 한국위험물학회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환경보전협회
- 한국환경정책학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소방안전협회
- 정유안전환경위원회

사회
- UN Global Compact

참여 협회 및 단체 출연 현황
(단위: 원)

출연금 합계
연간 출연금 합계

주요 출연 단체명
한국경제연구원

2013

2014

885,634,000

2015

761,240,000

2016

510,297,000

376,944,000

출연금
2013

2014

2015

2016

752,758,000

698,364,000

398,421,000

268,068,00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70,000,000

0

50,000,000

50,000,000

한국위험물학회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7,400,000

7,400,000

7,400,000

7,4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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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성보고서 2016은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