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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하여
‘더 강하고 더 좋은 회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을 사랑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한 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월드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구성원들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본 보고서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더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Deep Change 2.0 실행 및 성과 창출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Blue Ocean

Shift’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적인 성장 Potential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유 인프라 확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SK이노베이션은 우리의 역량과 자산을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국내
SK주유소를 시작으로 한 자산 공유를 전 세계 모든 사업장으로 적극 확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유 인프라를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적극 실현하고 SK이노베이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이해관계자 행복추구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행복 나눔 1% 상생 프로그램’, ‘스타 사회적기업 발굴’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과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하며 지역과 사회의 행복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더욱 거듭날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하여 ‘더 강하고 더 좋은 회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인사말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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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사업분야 지주회사
석유,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소재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김준

사업분야
대표자

SK
종합화학

Leading
Energy & Petrochemical
Industry

사업분야
대표자

석유제품
대표이사 사장
조경목

SK
루브리컨츠

석유화학제품
대표이사 사장
김형건

사업분야 윤활유 및
윤활기유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지동섭

Beyond Korea, further to the World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No.1 정유회사 SK에너지,

국내 석유화학의 선도자 SK종합화학, 글로벌 윤활유 전문기업 SK루브리컨츠,
석유·화학 전문기업 SK인천석유화학,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전문기업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넘어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SK
인천석유화학

대표자

사업분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최남규

1962

대한석유공사
설립

1980

선경그룹,
대한석유공사
인수

1997

SK주식회사로
사명・CI 변경

2007
지주회사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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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K루브리컨츠
분할

2011

SK이노베이션
체제 출범 및
SK에너지,
SK종합화학 분할

2013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분할

005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대표이사 사장
송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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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자회사 소개

SK이노베이션

— 중국 17/03광구 탐사 성공

SK이노베이션은 남중국해에서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갖고 시추한

SK이노베이션은 사업지주회사로서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을 포함한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E&P사업 및 배터리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신설을 확정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우수한 소재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여 글로벌 분리막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첫 탐사정에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7/03광구의

탐사시추를 통해 총 34.8m 두께의 유효 유층을 발견, 지층의 자연 압

력만으로 하루 최대 3,750배럴의 원유를 실험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석유 부존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작업을 통해 17/03 광구의 매
장량과 상업성을 확인하고, 이를 교두보 삼아 남중국해에서의 석유생
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남중국해 광구 지도

향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Deep Change 2.0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및 소재 사업

E&P(석유 탐사·개발 사업)

석유 탐사·개발 사업은 탐사를 통해 지하에 부존하는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찾아내고, 이를 개발·생산하여 판매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뜻합니

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12월 말 기준 9개국 13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루, 베트남 등의 주요 생산광구에서
2017년 일 평균 약 5.5만 배럴(BOE1))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며, 확인 매장량(1P) 기준 총 5.3억2) 배럴(BOE)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생산광구

국가

주요 사업활동
광구

88(카미시아)

페루

56

국가

광구

2000
참여연도

LNG 프로젝트
국가

예멘
오만

주1) BOE: Barrel of Oil Equivalent
주2) 2017년 초 기준

광구

페루 LNG
예멘 LNG
오만 LNG

라스라판 LNG

막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배터리

LiBS

FCCL

주요 제품

— 배터리

입니다.

— 소재

적용되는 중대형 배터리의 Cell·Module·System을 개발 및 생산, 판

제품 개발, 세계 최초 세라믹 코팅 분리막 상업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미국 — 2014년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주의 생산광구 인수를 기점으로

현대·기아자동차 및 독일 다임러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

노하우 습득을 통해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1998

참여연도

LiBS 사업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분리막 축차 연신 공정을 완성한 이후, 품질과 강도의 우수성 등 경쟁사 대비 우위의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분리

인 ‘Su Tu Nau’의 개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유전들의 생산

미국의 비전통(Unconventional) 석유개발 사업에 진출한 이후, 기술 및

2008

WA-34R

호주

2015
2007

123

활동을 통해 중국, 미국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활동

량 증대 작업과 함께 ‘Su Tu Trang’ 유전에 대한 추가 개발도 진행 중

2017

15-1/05

베트남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헝가리 공장 건설을 결정하여 유럽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마케팅

베트남 — 1998년 베트남 15-1 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후 탐사·개발과

정을 거쳐 2003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14년 9월에는 4번째 유전

2015

17/08

사업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와 원가경쟁력 혁신을 통해 사업가치를 높이는 한편, 성장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 공장의 생산

있습니다.

2014

17/03

중국

카타르

04/20

하였으며, 현재 당사 생산규모 및 수익성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2014

NC-174

탐사광구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직계열의 생산체계를 구축

1998

SK Permian

리비아

1996
2004

SK Plymouth

미국

는 88광구·56광구의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현지 LNG

2000

15-1

베트남

페루

8

참여연도

페루 — 1996년 8광구에서 원유를 첫 생산한 후 2004년과 2008년에

중대형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의 성장에 따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 2015년 SK이노베이션은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남중국해 광

2003

구(04/20, 17/03) 탐사 운영권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997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의 성공적인 공동 사전사업성 검토

1996
1999

를 통해 17/08 탐사 광구 권리를 추가로 획득하였습니다.

006

배터리 사업에서는 전기자동차와 ESS(Energy Storage System)1)에

LiBS(Lithium Ion Battery Separator) 사업은 세계 최초 5μm 박막

매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 기술을 바탕으로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기준 총 11개 생산라인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양산 목표로 2개 라인 증설에 착수

며,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선도 기업인 북경기차와 Joint Venture 협력

하여 약 5.0억㎡ 이상의 생산규모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용 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튬이온분리막(LiBS)보다 성능이 뛰어난 세라믹 코팅 분리막(CCS) 생
산설비 3·4호기를 증설 완료하는 등 마켓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하

2018년 1분기까지 2.8GWh 규모의 신규 생산라인을 도입하여 총

고 있습니다.

3.9GWh(전기차 약 14만 대분)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증

설완료 예정인 생산 라인에서는 기아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니로 EV’,

아울러 FCCL 사업에서는 고유의 연속경화기술을 적용한 양산공정을

‘소울 EV’를 포함하여 최근 공급 계약을 맺은 국내외 유수의 전기차용

개발하여 품질과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에 대한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연 7.5GWh 규모의 헝가리 공

공급 확대 및 고객 다변화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

장 설립 투자를 결정하여, 2020년 초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습니다.

주1) 대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일시 저장한 후, 필요 시 끌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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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정제 사업은 현재 주요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양호한 정제마진을 시현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유가 전망과 역내 정제설비 신·증설 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SK에너지는 Biz. Model
혁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차별적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이의 일환으로써 SK네트웍스로부터 석유도매 사업을 인수하여 생산·판매

전략 일원화 및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감압 잔사유 탈황
설비 신설을 통해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원의 감소를 통해 환경적 가치까지 더하며 Biz. Model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SK에너지는 전사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공유 인프라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통한 Biz. Model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Top Tier Energy Company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

SK에너지 주유소 전경

석유 사업

가스 사업

특수제품 사업

LPG

SK에너지는 대한민국 No.1 정유사로서 세계 최

가스사업은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된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자체 개발, 상용화하여

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진하고, 차별화된 유통고객 Care Program을 실

Polymer Modified Asphalt)를 비롯하여 우수한

고 수준의 울산 Complex를 통해 석유제품을 국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밸류체인 운영상의
Speed와 Flexibility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등을 통해 국내 일반·법인 고객에게 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SK네트웍

스 석유도매 사업을 인수하여 내수시장의 선도
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물운전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구조 다변화를 추
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CRM(Customer Rela-

tionship Management) 마케팅 강화를 통해 브
랜드 가치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가스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성 증대를 위해 마케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입니다.

특허 등록한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SBS PMA,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는 수출량 187만 톤, 내수시장 공급량 65만 톤을
포함 총 252만 톤의 아스팔트를 생산·공급하며

역내 아스팔트 마켓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활동
— 친환경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 신설

— SK네트웍스 석유도매 사업 인수

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20년 1월부로 전 세계 선박 연

원에서 2017년 11월 SK네트웍스로부터 석유도매 사업을 인수하였습

글로벌 석유제품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제해사기구(IMO, Inter-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 아래 마케팅 효율화 차

료유 황 함량 규격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

니다. 이는 2,175개의 자영주유소와 일반 운수·산업체 등의 판매망

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 고유황 연료유로 쓰이는 감압 잔사유

및 인력, 자산 모두를 포함한 도매사업(Wholesale) 일체를 대상으로

(VR, Vacuum Residue)는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저유황

하며, 향후 연간 3,40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규

선박 연료는 글로벌 물량 부족과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전망됩니다.

모입니다.

SK에너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석유 사업의

이번 인수를 통해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 전략을 일원화하고, 유통구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7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울

조를 단순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

산 Complex에 하루 생산량 4만 배럴 규모의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

한 마케팅 활동 전개 및 품질, 수급, 사후관리 등 다방면의 서비스 수

(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을 제고하여 유통고객과 최종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 방침으로 삼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내트럭(Netruck)’사업을 통해 SK만의 차별화된

자 합니다.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 비중을 늘리는 탈황설비를 적기 투자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까지 더하며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입니다. 또한 금번 탈황설비 신설을 통해 저유황 연료유는 물론 디젤
연료

휘발유(일반·고급)
경유
등유·항공유

가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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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품

슈퍼팔트
일반 아스팔트
유황·Slurry Oil

과 납사 등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해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시장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수익구조는 더욱
다각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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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종합화학

SK종합화학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TS&D(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센터 설립 등 마케팅 플랫폼을 강화하고, 북미·유럽 시장에서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수익구조 및 사업구조를 혁신하여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통해 핵심 포트폴리오를 확보함으로써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Global Chemical Company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Olefin 사업

Aromatics 사업

Performance
Chemical 사업

Polymer 사업

EPDM 사업

중한석화 야간 전경

주요 사업활동
SK종합화학은 2017년 미국의 화학기업인 다우(Dow)의 에틸렌 아크
1972년 국내 최초로 NCC

일상용품, 건설, 가전, 섬유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제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내후성, 내열성 및 내오존

를 가동하여 현재 에틸렌

젠(Benzene), 파라자일렌

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렌(HDPE 2))·폴리프로필렌

차 부품용으로 사용되고 있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

하여 연간 약 80만 톤 이상

(Naphtha Cracking Center)

(Ethylene) 86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중국 후베이성 우

한시에 중국 국영 화학회사
인 시노펙(Sinopec)과 합작

하여 에틸렌 80만 톤 규모의

중한석화를 설립·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고객에게 에틸렌, 프
로필렌(Propylene), 부타디

엔(Butadiene) 등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원재료가 되는 벤
(Paraxylene) 등 다양한 방

향족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

한 규모 확대로 역내 Top 수

준의 생산설비(연산 300만
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트레이딩 사업 확대를 통
해 마켓 리더십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의 Top Player
로 도약할 것입니다.

품부터 첨단 기술 제품에 이
되는 용제 제품을 생산하고

분을 제거한 탈방향족 제품

을 비롯하여 특수 화학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독자

(LLDPE1))·고밀도 폴리에틸

(PP3)) 전문 생산체계를 구축
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

다. 또한, 고성능 폴리에틸렌
인 Nexlene , 고부가 포장
TM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재 소재인 에틸렌 아크릴산

구축한 마케팅 네트워크와

덴(PVDC ) 사업으로 포트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EAA 4))과 폴리염화비닐리
5)

기술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폴리오를 확대하여 새로운

발 및 사용 기술 개선 지원

다양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
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공을 통해 고객접점 마케팅

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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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 EAA(Ethylene Acrylic Acid): 알루미늄 포일, 폴리에틸렌 등과의 포장재용 접착제로 주로 활용되는 기능성 접착 수지임
주5) PVDC(Poly Vinylidene Chloride): 수분 및 산소 차단성이 우수하여 냉장·냉동 육가공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배리어 필름(Barrier Layer) 소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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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우수하여 주로 자동
는 고부가가치 합성고무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

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
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기술지원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
습니다.

Packaging용 다층 포장재 필름 구조

릴산(Ethylene Acrylic Acid, EAA) 사업과 폴리염화비닐리덴(Poly
Vinylidene Chloride, PVDC) 사업을 인수하여 글로벌 포장소재

(Packaging) 전문 화학기업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에틸렌 아

Seal Layer

크릴산과 폴리염화비닐리덴은 다층 포장재 필름(Multi-layer Pack-

aging Film)의 핵심 소재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공급업체가 적어

Barrier Layer

향후 중국 및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
는 사업입니다.

Tie Layer

Outer Layer

에틸렌 아크릴산은 폴리에틸렌 등과의 포장재용 접착제로 주로 활

용되는 기능성 접착수지(Tie Layer)로, 인수한 글로벌 생산설비는 미
국 텍사스 프리포트와 스페인 타라고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리염

소재영역

화비닐덴은 수분 및 산소 차단성이 우수하여 높은 수준의 외부 차단

성을 요구하는 냉장·냉동 육가공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배리어 필름

Seal Layer

(Barrier Layer) 소재이며, 생산설비는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위

Tie Layer

치하고 있습니다.

Barrier Layer

SK종합화학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고기능성 포장소재와 자동차용 소
재(Automotive Materials) 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Outer Layer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진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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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특성

m-LLDPE1)/
POP1)

비범용 제품/기술장벽 존재

O2, CO2, 수분, Oil,
Aroma 등 차단

PVDC 3)

진입장벽 높음/
공급업체 적음

다른 재질의
두 Layer 접합

Packaging Shape
유지 및 Printing

주1) NexleneTM
주2) PRIMACORTM
주3) SARANTM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SKGC 주요 제품

내용물 오염 방지,
필름의 밀봉

EAA 2)

LLDPE/
HDPE/PP

기능성 제품/진입장벽 높음/
공급업체 적음

범용 제품/기술장벽 낮음/
공급업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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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50여 개국에 고품질 윤활기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에 세계적인 정유업체들과의 Joint Venture를

통해 기유 공장을 건립하여 글로벌 고급 윤활기유 마켓 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 대상의 마케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사업에서는 대표 브랜드인 고급 윤활유 ZIC가 20년 연속 브랜드 파워조사 1위,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업계 1위 윤활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석유협회(API)와 국제윤활유표준화위원회(ILSAC) 등 세계 양대 품질 평가기관
으로부터 최상위 등급 인증을 받는 등 글로벌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파트너링을 모색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 윤활기유

— 윤활유

동하였으며, 현재 당사 Group Ⅲ 전 세계 기유시장 점유율은 39.3% 내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윤활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SK루브리컨츠는 지난 1995년 초고점도(VHVI) 윤활기유 공장을 첫 가

윤활유 사업의 대표 브랜드 SK ZIC는 국내 브랜드 파워 20년 연속 1위로

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및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여 성장을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공장 전경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급 윤활유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에너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 및 Capacity 확보를 통해 Global No.1 Group

지 업계 최초로 해외(중국 천진)에 독자 윤활유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Ⅲ Player 자리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공급 확대를 통해 마케팅 네트워크를 공고
히 하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20%

가솔린 엔진오일
LPG 엔진오일

승용 디젤 엔진오일

첨가제

대형 디젤 엔진오일
오토바이 엔진오일

80%

엔진오일 외

자동차용·산업용 기어오일

윤활기유

유압유
그리스

기타 제품: 엔진 세정제,
브레이크오일, 냉각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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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활동
— 윤활유 글로벌 시장 판매 6.3% 성장

SK루브리컨츠의 윤활유 사업은 글로벌 성장 가속화 전략을 통해
2017년 전년 대비 6.3%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중국 시
장에서는 중국 최대 디젤 엔진 제조사에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영
역을 넓히며 21%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향후 윤활유 사업의 건

실한 성장 축으로써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윤활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Repsol사의 오토바이용 Global Top Tier 윤활유 브랜드

윤활유 완제품 공정

를 도입하여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 등 국내 Biz. Model의 변화를 추
진하였으며, 독일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유럽 시장에 대한 공급 확

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위하여
신규 Biz. Model을 발굴하고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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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해 온

환경 규제의 영향 등으로 제품의 스펙이 다변화되고, 주요 수입국의 자급도 제고와

페트(PET)병과 합성섬유 등의 원료가 되는 파라자일렌(PX, Paraxylene)을

이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체계에 기반하여 보다 차별화된 글로벌

국내 대표 에너지·화학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중국·인도의 수출 물량 증대가 지속되면서 역내 수출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생산하는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였습니다.

트레이딩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최적의 조건으로 원유·제품을 거래하기 위해

SK

24시간 실시간으로 시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과 강한 실행력에 기반한 경쟁력 제고 및 생산 최적화
(Optimization)를 통해 국내 최고의 생산성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적 파트너링 기반의 사업 확장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시장의
역학관계(Dynamics)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 운영 최적화(Optimization) 기법을 도입

함으로써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석유 사업

— 화학 사업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의 석유제품 수

지사 등 해외 현지에 직접 진출하여 사업개발 및 트레이딩, 마케팅 등을

선진기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Catalytic Reforming)을 통해 파라자일렌(PX)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화

이노베이션의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정에서부터 계약, 운송, 대금결제에 이르는 트레이딩 전 과정을 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석유제품의 정밀화 및 생산설비 개선, 지속적인

콘덴세이트 및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납사는 촉매개질공정

고객에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동’과 ‘품질 우선’의 경영이념을 실천하

학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화학 사업

상압증류공정, 가스회수공정, 수첨탈황공정, 감압증류공정, 유황회수공정

공정

주요
제품

마련함으로써 SK인천석유화학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항공유

D

LPG

경유

LPG

BTX공정, PX공정

아스팔트

아로마틱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적 유종

출과 원유 수입을 담당하고, SK종합화학에 납사를 공급하는 등 SK
수출입의 차원에서 나아가 미주·유럽·싱가포르 3개 해외법인과 두바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SK energy Americas, Inc.
(휴스턴)

·미주 Oil Trading 사업 담당

·US West Coast Distillate 제품
Trading 사업

SK energy Europe, Ltd.
(런던)

·SK에너지 석유제품 Sourcing
및 유럽 마케팅 실시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싱가포르)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의 조달
·국내 생산 석유제품 수출

·현지 Trading·Bunkering 사업

SK에너지

— 사상 최대 재무성과 달성

2015

저가 원료유 구매 확대 등) 및 생산효율 혁신을 통한 고부가 제품 생산

2017

SK인천석유화학은 Speed & Flexibility(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2016

량 증대, 비용구조 혁신 등 전사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2017년 사상 최
대의 재무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전이익

또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운

2015

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7

영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혁신적 사회공헌 모델 실현 등의 노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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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496

-638

3,745

3,966
(단위: 억 원)

2,920

3,472

·중동시장 중심의 Trading 사업

원유, 납사 수입

항공유, 경유 등

경유 등 제품 수출

영업이익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의 조달

SK인천석유화학

원유, 납사 수입

휘발유, 항공유,

주요 사업활동

SK trading international Co.
(두바이)

SK종합화학

제품 수출

납사 수입

주요 사업활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차별적 경쟁력 기반의 글로벌 일류 트레이

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트레이딩 기법을

장의 전문성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주요 트레이딩 허브 지역에서의

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석유시장 변동에 능동적인 대처가

개발·시행함으로써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만의 차별적인 사업 모델

딩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트레이딩 시

가능하도록 컨덴세이트, 납사 등의 구매처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트

스토리지 활용 및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들과 파트너링 기반의 협력

레이딩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자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였

지속가능한 트레이딩 모델을 꾸준히 확보하여 글로벌 트레이딩 물량

습니다.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15

93,392

화학 사업 매출액
(단위: 억 원)

business review
more growth and profit

석유 사업 매출액

(단위: 억 원)

30,475

윤활유 사업 매출액
(단위: 억 원)

327,712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매출액

(단위: 억 원)

11,030

018

밸류체인

024

연구개발

028

경영성과

020
026

016

017

전략방향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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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

밸류체인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원유,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포함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수한 원유 정제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품질의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석유제품은 물론, 고품질 윤활기유와 윤활유, 그리
고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기초화학제품과 화학 용제, 합성고무 등을 생산합니다.

석유개발 사업

SK이노베이션 E&P

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링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큰 밸류체인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석유 사업

트레이딩 사업

-정유 공정 -LPG 공정 -아스팔트 공정

- 원유 수입
-석
 유 및 화학 제품 수출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 탐사·개발

주요 제품

주요 제품

원유
LNG

R&D

SK이노베이션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미래 성장축인 배터리 사업과 소재 사업 성장을 위해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

석유제품

LPG

아스팔트

납사, UCO

기술혁신연구원
주요 연구분야

- 석유·윤활유 - 기반 기술
- 화학
- 배터리

배터리 사업 및 소재 사업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및 소재 사업
주요 제품

전기차 배터리

018

화학·윤활유 사업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 화학·윤활유 공정

주요 제품

분리막

화학제품

FCCL

윤활유·윤활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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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Change 2.0 실행 가속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의 변동성 증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방향 설정과 새로운 성장옵션의 발굴·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파트너링과 M&A를 통해 과감
한 혁신과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의 획기적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 전략

1

2

Deep Change 2.0 실행
및 성과 창출

- 화학·배터리 사업 과감한 성장투자 가속화
- 글로벌 파트너링 성과 가시화

공유 인프라를 통한 Biz. Model 혁신
· 사회적 가치 창출

3

- 역량·자산 외부 공유를 통한 Biz. Model 혁신 가속화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측정·관리 체계 수립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할 말 하는 문화

- 생각의 Frame을 전환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체화
- 솔직하고 당당한 소통 문화 정착

경제적 가치 + 사회적 가치

글로벌 일류기업

헝가리 배터리 공장 신설(2020년 완공예정)

글로벌 경영

Deep Change

공유 인프라
사회적 가치
일하는 방식의 혁신

— 글로벌 기반 신성장 투자 및 기존 사업 가치 제고
글로벌 중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

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위하여 2017년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 투자를 결정하고, 석유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확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전

SK에너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비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성장에 대비하여 당사가 보유한 배터리 핵심기술 및 역량을 바탕으

내수 유통구조 개선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SK네트웍스의

로 2017년 헝가리 공장 신설을 통한 유럽 전진기지 구축, 서산 배터리

석유제품 도매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생산라인 증설, 증평 배터리 분리막 생산라인 증설 등 과감한 투자를

이와 더불어 울산 CLX와 SK인천석유화학의 운영 경쟁력을 지속적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P 사업은 2018년 미국 셰일업체인 롱펠

로 증대하고 있으며, SK루브리컨츠는 고급기유·윤활유 시장에서 글

로우를 인수하여 미국 내 위상을 강화하는 등 북미·동남아·중국 중

As-i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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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로벌 파트너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심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SK종합화학은 2017년 글로벌 화학기업인 다우듀폰(DowDuPont)

의 고부가가치 사업인 EAA 사업부문과 PVDC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

며, 미래 성장 가속화를 위해 M&A를 통한 고부가제품 확보와 중국 중
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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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글로벌 파트너링

하고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가치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역량을 ICT 기술과 융합하여 Optimiza-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화학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사업지식·데이터·Optimization 역량에 기반하여 원료와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

tion을 체계화함으로써 모든 밸류체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을 보다 과학화되고 효율화된 방식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가

SK이노베이션은 산업별 유수 기업들과 상호 윈-윈하는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사업의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수익구조 혁신을 이루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❶ SK종합화학 X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PEC

— Optimization 기반 가치경영

합작사명: 중한석화
특징: 한·중 역사상 최대 석유화학 합작 공장 프로젝트

— 가치경영의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0여 년 동안 에너지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 영역이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됨에 따라, 의

원유, 에너지 정제, 시장, 글로벌 사업 환경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과

사결정 효율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당사는 2012년 이후 Optimiza-

위해 당사는 축적된 사업지식, 데이터, Optimization 역량과 ICT를 융

tion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수학적 알고리즘 모델링 등 보다 진화한

합작사명: Beijing BESK Technology
특징: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

7

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가치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

Optimization 역량 확보와 함께, 사내·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❷ SK이노베이션 X 베이징전공 X 베이징자동차

6

❸ SK루브리컨츠 X
일본 에너지기업 JXTG Nippon Oil & Energy

근 수년간 당사의 모든 사업영역에 널리 적용된 Optimization 기반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이들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당사는 원료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도록 고도화 중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Optimization 체계의 고도화

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게 되었으며, 당사 사업구조에 적합한 원료 도

와 이를 활용하여 수익구조를 혁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험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인을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

❺ SK루브리컨츠 X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화학기업 Pertamina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

1

❼ SK종합화학 X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기업 SABIC

합작사명: SSNC(SABIC SK Nexlene Company)
특징: SK 독자기술의 글로벌 합작사업화 첫 사례

Optimization 체계

원유 생산광구 | 페루, 베트남, 미국, 리비아

Optimization 역량

5

합작사명:
ILBOC(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특징: Group III 윤활기유 1위 업체로서의
파트너링 확장사례

Optimization 기반
가치경영

ICT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기술혁신연구원 | 대전 R&D 센터

원유 탐사광구 | 중국, 베트남, 호주

SK에너지 | 중국·싱가포르 법인

서산공장 |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라인

 국·중국·인도·러시아·일본·네덜란드·
SK루브리컨츠 | 미
인도네시아·스페인 법인, 영국·중국 지사

LNG 프로젝트 | 예멘, 페루, 오만, 카타르

SK종합화학 | 중국·싱가포르·일본·미국 법인, 두바이·독일 지사

증평, 청주공장 | LiBS, FCCL 생산라인

SK인천석유화학 |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유공장, 중질유 분해공장, 석유화학공장,
울산 Complex | 정
폴리머 공장, 윤활기유 및 윤활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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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SK종합화학 X
일본 에너지기업 JXTG Nippon Oil & Energy

합작사명: 울산 아로마틱스(UAC)
특징: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합작사명: PatraSK
특징: SK루브리컨츠 해외 첫 Group III Base Oil Plant

❻S
 K루브리컨츠 X 스페인 에너지기업 Repsol

사업 지식, 데이터

합작사명: YMAC
(YUBASE Manufacturing Asia Company)
특징: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의 가치경영은 각 사업 간, 의사결정 단계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 싱가포르·영국·미국 법인, 두바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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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은 기업의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석유화학 사업

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Open Innovation과 신기술 개발에 힘쓰
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활동

Flexible Cover Window (FCW)

정체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 기술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기술혁신연구원

SK이노베이션은 1995년 기술리더십 확보의 동력인 SK대덕연구단지

기반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유 기술 역량 및 자산을 기반으

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 회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술개발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석유·화학·윤활유 사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로 외부 인프라와의 연계·결합을 통한 R&D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를 설립한 이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조직 기술혁신연구원1)과 배터리 사업을 지원하는 배터리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연구원은 석유·윤활유연구소, 화학연구소,

주1) 2017년 Global Technology의 명칭을 기술혁신연구원으로 변경함

SK이노베이션은 디스플레이 가장 바깥쪽의 윈도우 커버 소재로 사용
되는 유리를 투명 PI 필름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평면 디스플레이
와 달리 접거나 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Target 물성을 만족하는 최적의 솔루

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코팅 기술을 함께 개발 중이며, 투명 PI 위에 자
체 개발한 하드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접힘성(Bending), 높은 강

도, 내스크래치(Anti-Scratch) 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
력의 결과 국내외 패널업체로부터 우수한 물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양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R&D Growth Plan
카본 소재

Carbon Nano Tube
Carbon Fiber

Flexible Cover Window(FCW)

흡착분리 공정 활용 휘발유 증산기술 개발

SK이노베이션은 정유·석유화학·용제 등 일련의 생산공정을 보유하

디스플레이용 소재

고 있는 기업으로서, 생산력 증대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

FCW

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자체 개발

카본 소재

OCA/OCR

한 흡착분리 공정(SK-SIV)을 저가 납사 대상으로 확장하여, 상업적 적

용이 가능한 수준의 휘발유 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의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산물 활용을 통해 석유화학·용제 공정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장기 성능 평가 등 기술 완성도 보완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nergy

Chemicals &
Materials

배터리

배터리용 소재
배터리

정유

윤활유

장거리
전기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

석유화학
고분자

배터리용 소재

초박막 LiBS

초고강도 LiBS
초고내열 CCS

— 중장기 핵심과제
과제명

원유 제약 해소를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

저가 원유 고부가화
원유 성능 지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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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공정 최적화

ATA・AXI 촉매

윤활유

차세대 윤활유 제품
프리미엄 기유 제품

고분자

Automotive 용도
Packaging 용도

원유 도입비용 절감

2020년

기유 원료 전환·
평가 기술 개발

Group III 기유 원료 확보
Group III plus 기유 원료 증대

2021년

사업 차세대 기술 개발

화학·소재·배터리
유망 기술 확보

기술혁신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회사 전략과의 연계를 지
속 강화하고, 강점 역량을 심화·적용하여 적기에 기술 솔루션을 제

2019년

물성 개선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

— 향후 계획

달성 기한

Automotive 및
Packaging 제품 확대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품 개발

정유

과제 목표

흡착분리 공정 Pilot Plant

공하고 있습니다. 원유 제약 인자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완화 방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규 응용분야 화학 제
품 확장, 고급 기유의 원료 개발 및 수율 예측 모델 개발 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pen Innovation과 M&D(Merger &

2020년

Development)기반으로 성장을 위한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활동
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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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시장동향

2017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유가 변동폭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철저한
국내외 시장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외부환
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본원적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석유개발 사업

— 화학 사업

비전통자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폭발적인 원유 공급과 저유가는 석

기초유화 사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

기초유화 사업 동향

주요 산업 동향

유개발 산업 내 다양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체들

자 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기술선점 효과가 높아 타 산

은 Deep-water, LNG, 극지, Oil Sand 등 고비용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

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원유에서 생산되는

자를 축소 혹은 유보하고 있으며, 수익성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납사를 원료로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특성상 유가변동에 민감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수요 증대에 따른 유가 상승

하며, 세계 경제 및 수요·공급 영향에 따라 경기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과 미국 세제 개편 등으로 미국 비전통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

반복되는 산업입니다.

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셰일가스, 석탄 등 비전통적 저가원료의 확대가 시장변동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가 동향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를

기록한 201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월에는 배럴

화학소재 사업 동향

2017년 12월에는 배럴당 평균 6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산업의 특성상 유가변동 및 관련산

당 26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하기 시작해

화학소재 사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 제약, 의류소재 등의 전방산업에

— 석유 사업

— 윤활유 사업

석유 사업은 원유 수입→제품 생산→수송·저유→제품 판매의 밸류

당사 기유 사업의 주요 시장은 엄격한 연비·환경 규제에 따라 자동차

석유 사업의 특성

기유 사업 동향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유제품 원가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용 고급 윤활유 수요가 높은 유럽(EU),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과 일

가장 높습니다. 또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상 중동

본이며, 나아가 최근 자동차 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에 빠르

산유국 등의 원유수출 정책 및 환율의 영향에 민감합니다.

게 근접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가 또한 주요 시장으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기유 산업은 윤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기, 특히 자동차·기

석유제품 소비 동향

계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윤활유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

2017년 12월 누적 주요 석유제품 내수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2.3%

지하는 엔진오일의 경우 운송업 경기에 따른 자동차 및 선박의 운행

감소하였으나,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 수요는 전년 동

거리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유 산업의 수

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성과 경제성장률에 따라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내수시장 점유율

1)

32.3

요 변동은 수급상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에 따른 주기

(단위: %)

32.2

윤활유 사업 동향

당사 윤활유 사업의 주요 목표시장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파키스

탄, 인도 등이며, 주로 고급 자동차유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활

32.4

유 수요 성장률은 과거 20년간 회귀분석 결과 GDP 성장률에 3.5% 차
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이는 윤활유 수요가 경기변동과 정비례함

업 경기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민감한 구조입니다.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화학제품 업체들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 배터리 및 소재 사업

따라서 화학소재 사업의 성장성은 곧 전 세계 경기 성장과 관련이 깊

중대형 배터리 사업 동향

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요가 많아 중국 경제 성장과 밀접하며, 최근에

중대형 배터리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Energy Storage

는 신흥 성장시장(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System)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범용제품 위주의 석유화학제품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

경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을 의미합니다.
2015

2016

윤활유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오일의 경우 운송업 경

2017

기에 따른 자동차·선박의 운행거리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

다. 그 결과 윤활유 산업은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
다. 윤활유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 제조업 가동률 저하로 전반적인 제

주1) 한국 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의 경질유 내수 판매량 기준
(해당 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품 판매 감소요인이 존재하며, 엔진오일의 경우 동절기가 지난 봄과,
여름 휴가철이 끝난 가을에 교체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

이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공정개선, 효율화

폭넓은 확대가 예상됩니다.

윤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를 통한 원가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조업의 경기, 전기자동차 도입속도, 자동차 연비향상과 제품 고급

신제품 개발과 차별화에 주력하면서 제품 개발기술 및 생산기술이 중

소재 사업 동향

화에 따른 교체주기 연장 등이 있습니다.

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는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
을 차단하고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소재로서,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있습니다.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은 연성 회로기판에 활용되는
주요 소재로 동박과 폴리이미드(Poly Imide)를 결합하여 제조되며,

Smart Device 확대 및 IT 기기의 고성능화·소형화 추세에 따라 수요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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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Business Performance

경영성과

안정적인 재무관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요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적극적인 수익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 생산능력 및 생산량

동력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주주와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로 글로벌 마켓 리더십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고 활동을 추구한 결과 2017년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생산량

SK이노베이션은 생산시설의 운영 최적화를 통한 생산효율성 극대화

석유제품 생산량

생산능력

— 경제적 가치 창출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의 유통구조 혁신과 VRDS 투자, 고급기유·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시장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배터리

증대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2017년 연결 기

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사의 기업가치는 2017년 연

사업 확장 투자 및 LiBS 설비 증설을 적기에 실행하며 지속적인 성장

윤활유 시장의 리더십 확대, 울산 CLX와 인천석유화학의 운영 효율

초 대비 40%가량 증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준 46조 2,60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석유

화학기업인 Dow의 EAA, PVDC 사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성장의 새

확인 매장량
기준원유 확보량

5.3

억 배럴

석유제품 연간 생산능력
(울산 Complex)

2.90

— 사업별 주요 성과
석유 사업

윤활유 사업

선 노력 지속 등에 힘입어 약 1조 5,0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

구하고 당사가 생산하는 Group III 고품질 기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

석유 사업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및 OPEC의 수급개

윤활유 사업은 유가의 점진적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

습니다. 원유도입 유연성 제고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최적 생산운

가되고 지속적인 Premium 인상 노력과 생산최적화 등을 통해 5,049

영, 내수 점유율 확대 및 트레이딩 사업강화, 타사와의 전략적 협력 추

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진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 사업은 2분기 이후 꾸준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가한 1,8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미국 생산

화학 사업은 미국 ECC 신규 가동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레

화학제품 연간 생산능력
(울산 Complex)

769.3

만톤

윤활유
연간 생산능력

석유개발 사업

화학 사업

억 배럴

215

만 배럴

4

화학제품 생산량

억 배럴

5,622

5,272

2016

5,672

2017

화학제품 연간 생산능력
(SK인천석유화학)

윤활유1) 생산량

만톤

(단위: 천 배럴)

1,598

2015

윤활기유
연간 생산능력

2016

1,810

1,823

2017

만 배럴

주1) 임가공 생산량을 제외한 SK루브리컨츠 자체 생산능력

로벌 석유개발 전문회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7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사는 Dow사의 EAA및

(단위: 천 톤)

2015

1.37

광구 직접운영 및 전 세계 13개국에서 석유탐사를 지속함으로써 글

핀 계열을 중심으로 화학제품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며 1조

360,549

2017

석유제품 연간 생산능력
(SK인천석유화학)

2,584

345,776

2016

만대

146.7

346,690

2015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량

연간

(단위: 천 배럴)

PVDC 사업부 인수를 통해 차세대 성장 주력분야인 고부가 포장재 시
장의 핵심소재를 선점하는 등 글로벌 성장옵션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출액

구분
계

석유 사업
화학 사업

윤활유 사업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2015

483,563
352,997
92,880
26,188
11,499

2016

395,205
283,699
76,865
25,358
9,283

— 신용평가
영업이익

(단위: 억 원)

2017

구분

462,609

계

327,712

석유 사업

30,475

윤활유 사업

93,392

화학 사업

11,030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028

국내 신용등급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윤활유, 석유개발, 전기차 배터리 등 사업
2015

19,796
11,261
6,039
2,947
-451

(단위: 억 원)

2016

32,283
16,256
12,322
4,683
-978

2017

32,344
15,020
13,772

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 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실한 재무정책과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2017년 S&P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신용등급 BBB+(안정적)를 획
득하였습니다.

AA+

한국신용평가

해외 신용등급

평가회사

BBB+ (stable)

5,049

-1,498

029

평가회사

S&P

0.57

Sustainability
Material Issues
Towards Sustainable Growth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12,903,207

근로손실재해율

(단위: 백만 근로시간 당 건수)

11,866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039

상생협력 가치 창출

042
044

031

(단위: 억 원)

032
036

030

협력회사 물품 구매액

신(新)기후체제 대응
UN SDGs

SK Double Bottom Line(SK D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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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이해관계자의 영향 평가1)
이슈

산업안전보건

재무적 영향

평판적 영향

국내 안전환경 관련 법규가 신설·강화됨에 따라 사업
운영적 영향

전략적 영향

환경오염물질 관리

주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최다빈도로 선정된 영향을 표시

왜 중요한가?

이슈의 중요성

안전·보건·환경(SHE; Safety, Health, Environment) 관리에 소홀하여 중대재해가

장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 및 관련 리스크가

또한 법정선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준수
관리시스템 구축

IT 시스템(법정선임자 관리시스템2))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법정선임자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법적 준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원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선임해야 할

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

뿐만 아니라 법정선임자가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

는 SHE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IT 시스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구성원의 자격증 정보와 인

템(법규준수 관리시스템 )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사 정보를 연계하여 선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SK이노베이션은 법규준수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규 정보 및 보수 교육 이력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법규를 이행하는 단

까지 누락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까지의 SHE 법규준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
었으며, 향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1) 법규준수 관리시스템(SHE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주2) 법정선임자 관리시스템(SHE Manager Management System)

발생할 경우 인력 손실 및 생산성 하락 등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

의 명성과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접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 정부는 안전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활동을 제한
하는 등의 불이익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법정선임자 관리시스템
선·해임
프로세스
조회·관리기능

선임가능
대상조회
법규 조회

선·해임
요청서 작성

소속팀장
승인

선임자현황 조회

사업장 SHE
담당확인
보수교육 관리

법정선·해임
등록 완료
자격면허 활용비 조회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 SHE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운영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SHE 활동 추진
• 공급망 산업안전 관리 강화

• LTIR (Lost Time Incident Rate) 목표 달성

Link to SDGs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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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SHE 법규 및 정부기관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법규 제·개정: 신규 법규제정 및 기존
SHE 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법규공표 사항 등 정보 제공
-유권 해석: 사업장의 SHE 법규 유권해석
요청 및 유권해석 결과 안내에 대한 업
무 수행기능, 과거 유권해석 결과 정보
제공

-규제 합리화: 불합리한 법규에 대한 규
제합리화 요청 및 정부 건의·처리 결과
안내 관련 업무 수행기능, 과거 규제 합
리화 결과 정보 제공

-법규 조회: SHE 법규 중 사업장에 적용
되는 법·령·규칙에 대한 검색 및 조회

-내부조치 기준 관리: 법규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별 내부 조치기준 등
록·변경

2

보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3

수검
·감사 관리

이행

• UCL (Unplanned Capacity Loss) 목표 달성

2 법규 이행

규

성과측정 방안

1 법규 정보

법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가?

법규준수 관리시스템

정

Creating a Safe
and Healthy
Workplace

— SHE 컴플라이언스 관리

SK이노베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법
규

Material Issue 01

Overview · Business Review · Sustainability Material Issues · Sustainability Performance Review · appendix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수행할 업무: 법규 요구사항 준수를 위
해 등록된 내부 조치기준에 따른 팀·담
당자별 수행 업무 안내

-업무이력 조회: 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팀·담당자별 수행현황 확인

3 수검·감사 관리

-수검·감사 관리: 사업장 및 공장의 대외
기관 수검결과 및 내외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록
-통계 관리: 사업장 및 공장의 안전보건
환경 분야별 수검·감사 현황 및 조치결
과 이행현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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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SHE 활동

SHE Champion
경연대회 프로그램

울산 CLX SHE Champion 경연대회

울산 Complex에서는 무재해 사업장 조성과 조직 활

안전·보건 체험 부스

안전·보건 체험 부스에서는 지진안전 체험, 화학보호
복 착용 체험 및 추락방지 체험 등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Challenge! 울산 CLX SHE
Champion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지식
나눔 부스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
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전

합동 비상대응훈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대응을 통해 인명과 물적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울산 CLX 본관 등 사무실별로 임

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직원들의 지진대피 훈련과 화재폭발 사고·기름유출 사

본 행사를 통해 SHE 실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혁



신적인 SHE 문화를 내재화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지속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험 부스

고 대응, 인명 구조 및 임직원 비상대피 훈련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도전! SHE 골든벨

도전! SHE 골든벨을 진행하여 각 공장·실에서 자발적

SHE Champion 경연대회 프로그램

안전지식 나눔 부스

합동 비상
대응훈련

SK 울산 CLX 각 공장·실 등 총 13개 임원단위 조직과
협력회사가 동참한 안전지식 나눔 부스에서는 SHE 우

으로 참가한 1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안전환경보건 관

련 법규 및 SHE 절차 등 SHE 지식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급망 산업안전 관리

협력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력 강화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법규

협력회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KOSHA·OHSAS 18001)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 발생했

도전!
SHE 골든벨

던 위험 상황을 전시한 ‘앗차사고사례 공유 장터’를 함
께 운영하였습니다.

의 도약을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거점을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다. SHE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을 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협력회사 KOSHA 및 OHSAS

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사업 착

18001 공동인증 취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안전보

수 단계에서부터 기업실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및 인증심사 비용을 지

잠재적 SHE 리스크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의사결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40개 협력회사가 인증을

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하였으며, 매년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편입된 사업장은 체계적인 인수·합병

향후 협력회사가 SHE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

후 통합관리를 통해 현지 법규 준수는 물론, 자체적

하고, 협력회사의 SHE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

인 SHE 관리시스템과 실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

록 시스템 및 인프라를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해외 사업장에 대해
서도 현장 진단을 통해 SHE 관리체계, 의식·역량 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전개

준, 설비 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국내 사업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
고 예방과 준법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
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2016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에너지·화학 선두기업으로

중심으로 인수·합병, Joint Venture, 해외 공장건설

충족을 넘어 협력회사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2015

수 활동 사례 전시를 통해 사고 예방 및 SHE 관련 지식

글로벌 신규사업 및 투자회사 SHE 지원

조직별 개선과제
120개 발굴
실행계획수립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수준의 SHE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성원 설문 조사와 현
장 안전 수준 점검을 실시하여 회사의 안전문화 수준

시스템 자체 운영 역량 배양

을 진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선진회

사 안전문화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2017

였으며, 조직별 개선과제 120개를 발굴하여 실행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조직에서는 도출된 개선과제

시스템 현장 실행력 강화

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조직
별 방문 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실행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2

SK이노베이션은 주기적인 진단을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

며, SHE 리더십 확보 및 구성원 역량 향상 등 현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
1

❶ 추락 방지 체험 ❷ 화재 폭발 사고 대응 훈련 ❸ 도전! SHE 골든벨

정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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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02

Paris
Agreement and
Climate Change
신(新)기후체제 대응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SK이노베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관계자의 영향 평가1)
이슈

기후변화 대응

재무적 영향

평판적 영향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
운영적 영향

전략적 영향

친환경 에너지 기술

주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최다빈도로 선정된 영향을 표시

왜 중요한가?

이슈의 중요성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11.7%가 산업계에 배분되면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역
할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 배출권 구

입,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사업 특성상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요구됩니다.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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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공정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가?

성과측정 방안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리

• 배출권거래제 리스크 최소화

Link to SDGs
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츠, SK인천석유화학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2015년에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의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동안 조기감축 노력과 회
사별 최적 배출량 산정 및 외부 폐열 도입, 온실가스

감축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새

공기 예열기 교체

37

억원
투자

장 환경 및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

권 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7

절차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전략은
예산확보, 집행, 구매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반영하

고 있으며, 기업들이 배출권 매입을 시작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배출권 가격 상승 대응 방안 및 생산량 증
가 시 추가적인 배출권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절차를 통해
관련 부서별 역할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배출권 거래

평편형 열 교환기 설치
억원

투자

천톤

CO2 감축

니다. Master Plan은 연료, 스팀, 전기 항목에 대한 공

목별 투자 효과 및 투자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약 25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잠재적 개선항

년 사이에는 총 217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열 회수
에너지 재활용

7,501

TJ

하고 적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폐열 회수 이용

SK이노베이션은 버려지는 고온의 물, 증기, 가스 등의

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
년에는 울산 Complex(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

브리컨츠)에서 총 7,501TJ의 폐열을 회수하여 총 968
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노력

— 공정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으로 380,831tCO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효율 설비 교체, 새로운 공정 및

촉매, 폐열을 활용한 발전·스팀 생산뿐만 아니라 효과
적인 에너지 관리기법 도입 등 사업장 내 공정 최적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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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연료, 스팀, 전기 등의 동력비를 절감하고 있습

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부터 2018

고 있습니다.

부의 이월 제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매각 물량을 결정

ster Plan을 통해 공정 운전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성, 투자사업 경제성 측면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개

이 반영된 우선 순위 결정방법 등을 정리 및 활용하

으며, 2018년 정부의 배출량 인증이 완료된 이후, 정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시작한 에너지 효율개선 Ma-

습니다. 잠재적 개선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현장 적용

특히 투자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배출권 가격

법 최적화 등을 통해 잉여 배출권 중 일부를 매각하였

Master Plan을 통한 동력사용량 절감

목을 발굴하여 2017/2018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

용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였습니다.

년 내부 감축 및 조기감축 실적 확보, 배출량 산정방

원을 투자하여 연간 CO2 약 7천 톤을 감축하고, 평편형

급과 소비 측면의 개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

시 예산 확보, 거래를 위한 투자위원회 상정, 예산 사

SK이노베이션 계열은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된 2017

니다. 2017년에는 공기 예열기 교체 작업에 총 37억

진하였습니다.

CO2 감축

17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

천 톤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추

천톤

61

SK이노베이션은 공정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열 교환기 설치에 약 61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CO2 17

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

가열로 효율 증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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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Intensity Index(EII)를 통한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Business brochure · company overview · SUSTAINABILITY PERFORMANCE · appendix

신(新)기후체제 대응

—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SK이노베이션은 23.1억 원을 투자하여 0.936MWh

Material Issue 03

용하여 사업장 내 전력 부하를 관리하는 등 신재생에

Creating Value
for Mutual
Growth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연료 전지를 활

SK이노베이션은 설비 투자, 공정 개선 등과 같은 시설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EII 를 활용하여
1)

격년 주기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지에 대한 투자 및 도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EII를 통해 공정별 최적 상태를 반영한 에너지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주간 단위 에너지 분석결
과를 정기적으로 각 생산팀에 전달하여 보다 세분화된

상생협력 가치 창출

규모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EII를

이해관계자의 영향 평가1)
이슈

상생협력 가치 창출

재무적 영향

평판적 영향

운영적 영향

전략적 영향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주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최다빈도로 선정된 영향을 표시

왜 중요한가?

이슈의 중요성

1.1 저감하였으며, 이는 비용 환산 시 120억 원에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증가 및 대·중·소 기업 동반

하는 수치입니다. 현재는 2018년 진행될 재평가를 준
비 중에 있습니다.

증평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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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관련 법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밸류체인과

연관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합니다.

현장에서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외 동종산업 내 벤치마
킹 지표로 활용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 노력

•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공급망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 및 해소

동남아의 맹그로브(아열대 식물)는 숲 1ha당 34톤의 CO2를 저장할 수 있어 CO2 저

장창고라고도 불리는 등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요한 대응 방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해양 오염, 관광지 개발 등으로 현재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66%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는가?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 추진을 위
하여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베트남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성과측정방안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중 베트남 짜빈성 지역 5ha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것

•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유지

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며 함께 동
참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맹그로브 숲

후원금 사용 계획
후원 금액

0.8

SK이노베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ha.

15,000
038

• 구매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최소화

Link to SDGs

지원 항목
억원

• 공급망 평가 확대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공급망 ESG 관리수준 향상

그루

목표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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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 상생협력 활동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교육, 기술, 금
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협
력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SK이노베이션은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와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설비 국산화, 공동 특허출원, 고

부가가치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동반 진출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특허 출원의 공동 진

행을 통해 협력회사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관련 기

업 대상으로 신규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당사는 수입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원가우위를 확보하
는 등 상호 윈-윈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지원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협력회사 CEO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재무, 리더십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동반성장 CEO 세미나 교

Overview · Business Review · Sustainability Material Issues · Sustainability Performance Review · appendix
상생협력 가치 창출

협력회사 채용박람회
프로그램

SK동반성장
협력회사 채용박람회

지원 내용

채용Booth,
취업특강 등
부대행사 제공

참여 협력회사
20개 사

고 있습니다. 맞춤형 상담과 더불어 직업심리 검사, 이
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12명의 구직자들이
채용박람회를 통해 중소 협력회사에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SK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
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SK이노베이션 전체)

지원 내용

인원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와의 행복한 파트너 관계 구
축을 위해 협력회사의 실질적인 니즈에 기반한 지원 강
화 활동과 상호 소통 활성화 등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고 있습니다.

한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직접 지원, 네트워크론을

특히 SK종합화학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용한 간접지원, 동반성장보증협약을 통한 신용보증

상생협력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동반성장위

지원 등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

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화학업계 최초

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동반성장펀드를 조

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

성하여 긴급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협력회사에 저금

정되었습니다.

총 850억 원1)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였습니다.

주1) 금융권 등 출자금액 포함

동반성장 CEO 세미나

동반성장 펀드 출연금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120

계

(단위: 억 원)

220

340

동반성장 MBA 과정 수료식

SK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인 동양방식과 협업하여 모바일을 통해 지하 배관의 부식 방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양방식
은 전기방식법을 이용하여 지하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본 협업에서 기술 및 기기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당사는 현장 실험 및 검증
을 진행하여 공동특허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배관의 부식방지 및 관리를 통해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YMAC, 울산 아로

마틱스에 상기 기술을 적용하여 연 1억 원의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동양방식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현
실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입증함으로써 국내외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당사의 지속적인 제품 구매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 등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신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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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동반성장지수 평가

22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특허 취득

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보수 일부 주요 공사의 경우, 공사 대금의 50%를

— 동반성장 추진 성과

2017년에는 SK이노베이션 120억 원, SK종합화학이

참여 협력회사

95명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

SK종합화학
동반성장지수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리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41개 사

량 향상교육, 공장 공정교육 실시 등

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울산 Complex 정

SK고용디딤돌

큘럼1)을 운영함으로써 협력회사와의 상생관계를 구
주1) 협력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지원, SHE 역

재 확보,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횟수

인턴채용, 교육 및
교육비 지원

축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소 협력회사의 우수인

1회(2017.11.27)

육’ 및 ‘동반성장 MBA’를 비롯하여, 각 직급 및 직무별

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분화된 커리

또한 울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협력회사 채용박람

임금공유 상생협력 모델 도입
2017년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기업 최초로 임금공유형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

하고, ‘행복한 나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상생 모델은 매년 구성원들이 자
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나누고, 회사가 구성원이 후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회
사의 성장에 기여한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첫 시행 시에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총 2억 원 규모의 기금을 16개 사 협력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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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눔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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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UN SDGs
—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K이노베이션은 UN SDGs가 지향하는 목적의식에 깊이 공감하여, 이의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일부를 선정하여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연
계 목표를 확대하여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Goal 1
Goal 2
Goal 3

SDGs 목표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Goal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

Goal 7
Goal 8
Goal 13
Goal 14
Goal 15

SK이노베이션의 활동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육지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페루 현지 농가의 농업기술 진흥 및 수익모델 구현 지원

- 결식아동 및 노숙인 영양 개선을 위한 휴스턴 푸드뱅크 지원
-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자존감 회복 지원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증진 활동
-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응 지원

- 인천 지역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습 지원
- 미국 진출지역 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꿈나무 과학 멘토, 직업 체험 교실 등 과학·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내 여권 증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 협의체 W-Network 운영
- 사업장 내 공정 최적화 활동 및 에너지 절감 신기술 발굴
- 중소 협력회사의 인재 채용 지원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SK그룹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석유

- 토양오염도 모니터링 실시·토양 정화 활동

SK이노베이션 E&P 북미사업본부는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 융화 및 기여를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핀란드 외무부로부터 IICA Fund 239,302

촌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달러를 지원받아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에너지 자급

주1) Yachaywasi: 케추아어 Yachay(Teaching)+Wasi(Place)로 교육장을 의미
주2) IICA(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operation in Agriculture) Fund: 세계
저소득 농촌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공헌 펀드

률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520여
명의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야차이와시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

야차이와시 사업모델

SK이노베이션 리마지사
자금지원

시장

My
Ecotech
Farm

농작물판매
판매수익
수강료

(Prosynergy)
보증

교육

농업기술
참여 신청

농업기술·
장비 컨설팅, 교육

저금리제공 협약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신고·보고, 비상상황 대응조직 소집,

최소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주기적인 비상대응

지역 교사와 학생들의 과학·기술·공학·수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인

상황 전파, 방제활동 및 시설 복구 등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개선사항
휴스턴 푸드뱅크 자원봉사 활동

SK이노베이션의 이와 같은 지역상생 노력은 방송, 신문매체 등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지역과 더불어 성장한다’는 SK의 경영철학을 실

을 도출하여 방제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물류센터)과
관공서(해양환경관리공단, 소방서 등) 간 비상 상황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유지하는 동시에 오일펜스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장비 숙련도
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나리오 개
발을 통해 사업장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해양 방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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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University

자문료

Finca NGO(미소금융)

이를 통해 결식아동과 노숙인의 식품 공급 및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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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야차이와시 모델 확대를 통해 페루 농

2)

SK이노베이션은 해양오염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적·인적·물적 피해를

하였습니다. 이틀간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푸드뱅크 음식을 직접 포장·배달하였으며,

천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 3호점을 설립하였으며, 프로시너지(ProSynergy)는 설립 준비 및 초

톨릭 대학 등과 협력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 식량을 제공하는 ‘휴스턴 푸드뱅크’ 자원봉사를 진행

회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는 2018년 3월 월드뱅크 투자를 통해 Cotabambas 지역에 야차이와

매를 통해 사회적기업 공동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미소금융 Finca, 카

Goal 14. 해양ㆍ바다ㆍ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결식아동 및 노숙인의 불안정한 음식 섭취와

TRSA 교육 프로그램과 Rice 대학교 한국학 장학사업에 각각 5만 달러를 기부하여, 지역사

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페루 APURICMAC 지방정

보, 컨설팅 등 영농 축산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협동판

대학 및 농업 전문학교 학생

Goal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웹 기반 교육 및 정보 플랫폼을 제공함

2호점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빈곤층 농민에게 농업기술과 정

-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제거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이 외에도 교육 플랫폼인 ‘My School Program’을 통해 페루의 저소득층

진흥과 수익모델 구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야차이와시(Yachaiwasi1)) 1,

- 배출권 거래 전략 수립 등 경영 전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훈련 실시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시너지(ProSynergy)를 설립하였습니다. 열악한 현지 농가의 농업기술

- ‘SK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
- 해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업무 표준ㆍ절차 작성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으며, 4천여 개 농가 등이 SK이노베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에

개발 사업(E&P)이 진출해 있는 페루 리마에 사회공헌 전담기관인 프로

대부금+이자 상환
저리대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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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Double Bottom Line(SK DBL)
“모든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SV)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SK의 경영원칙을 의미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경제적 가치·이윤만 추구하는 Single Bottom Line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관리하는
Double Bottom Line(DBL)을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반영하여 이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행복추구(2004)

사회적 가치 창출(2016)

“기업은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
SKMS(SK Management System): SK그룹의 경영철학

— SK DBL 구성

-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변화

치란 기업 경영활동의 최종 결과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성과

SK DBL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

-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전략 창출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가치 측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기존에 포착하

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 등 당사가 영위하는 모

바탕으로 당사가 주목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추구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Environ-

지 못했던 기업의 확장된 역할과 가치제공 요소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든 비즈니스 전반에서 발생된 본원적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

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보완·개선하여 기업 경

E

환경(Environment)

Biz. 과정에서 자원소비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노력

를 뜻하며 사회적 가치란 기업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
고, 사회 훼손 비용을 줄임으로써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를 나타냅니다.

자원소비
- 에너지, 용수 등 사용량 절감
환경오염
- CO2 배출량 감소 등 환경오염 저감

SK Double Bottom Line

노동 이슈 해결,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생태계 건전성 제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기업 경제활동의 최종 결과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공시되는 재무성과”

“기업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 훼손 비용을 줄임으로써
창출되는 사회성과”

수익

사회 창출 이익

비용

사회 훼손 비용

사회적 가치 창출 범위를 기존 사회공헌에서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의 개념으로 확장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증대
방향성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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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관련 위법

개인 삶의 질

(상법, 자본 시장법 등) 방지

사회 생태계
- 계약 이행 과정 공정성,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
산업생태계 건전성 제고

- 기업 활동 과정상

- 의료·보건, 교육, 문화·예술, 주거환경 등

삶의 질 개선

부정부패 행위

경영진·구성원의 위법 방지

또한, SK이노베이션은 기업과 관련된 사회문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SK이노베이션과 사

는 자산·역량, 기업이 직면한 기회·위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소통

회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을 이끌어 내어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사회 이익 증가 및 사
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영활동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DBL 경영 시스템 구축 및
Biz. 전반에서 SV 고려

기업의 역량과 자산을
외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자산 효율화·비즈니스 모델 혁신

G

기업지배구조

근로조건 개선

New SK innovation

— SK DBL 주요 전략
모든 경영활동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부정부패 행위 방지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가치 측정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화된 사회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Biz. Model 추진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버넌스(Governance)

- 고용불평등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SK DBL 중·장기 추진 방향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S

사회(Social)

노동

— SK DBL 도입 배경

- 사회적 가치 증대를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업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영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SKMS의 개정

이윤(1979)

— SK이노베이션 사회적 가치(SV) 측정

경영전략에
사회적 가치 내재화

공유·개방

창출된 SV Share
SV 창출을 고려한 Biz. 협력
공유 인프라 플랫폼 구축

SV 기반 글로벌 파트너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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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K 차원에서 DBL
확산을 통해 SV 창출 확산·확대
협력회사

고객·투자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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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회적 가치 성과

SK이노베이션 전기자동차 배터리

SK에너지 내트럭하우스

SK종합화학 친환경 발포제 용도 개발

SK루브리컨츠 고급 윤활기유/윤활유

출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비즈니스입니다. 에너지 경제 연

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물류 요충지 19곳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용 발포제로 사용되던 프레온가

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윤활기유 기반 엔진오일을

SK에너지는 화물차 운전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

SK이노베이션의 신성장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미래 탄소 배

을 갖춘 내트럭하우스를 운영 중입니다. 내트럭하우스는 대형주차 공

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운송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간 확보를 통해 도심 지역에 주차하던 화물차들이 보다 편하게 주차

를 배출하지 않지만, 전력 생산 과정 고려 시 일반 휘발유 내연기관 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료 또한 낮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3% 감소한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샤워시설, 식당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도가 큰 화물 운전자들

배터리 보증기간(10년)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기차 1대당

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하루 평균 약 1,500명의 운전자

11톤입니다.

들이 내트럭하우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15,000대분 이상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판매
했으며, 전기차 기준으로 16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됐습

이 외에도 SK에너지는 내트럭프렌즈를 통해 실시간 화물·공차 정보

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가 이산화탄소 절감에 기여한 성과는 약 3

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트럭플러스를 통해 화물 운전자들의 주유비

만 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고밀도 배터리

SK종합화학은 친환경 발포제 용도 개발을 통해 환경 유해 물질 사용

SK루브리컨츠는 연비 개선 효과를 갖춘 고급 윤활기유를 개발, 전 세

스(CFC)는 몬트리올 의정서 에 의거하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사용할 경우 기존 범용 제품 대비 약 2~3% 연비개선 효과를 기대할

2)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38kg가량 저감할 수

대체물질로 사용되던 HCFC-141b 제품 또한 2013년부터 사용량 감

있습니다.

축이 의무화되어 발포제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고급 윤활기유 판매량은 약 150

SK종합화학은 고객사와 공동으로, 건축용 PU 보드 발포제의 대체재

만 톤 이상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73만

를 개발·테스트하여 상업생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 Cyclo-

톤입니다. 이는 나무 30만 그루를 심었을 때 얻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pentane 제품을 건축용 친환경 발포제 용도로 판매 중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660톤의 판매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장 확대와 더불어 2020년에는

연간 10GWh 이상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으로 약 천억 원 규
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예상됩니다.
Social
Problem

내연기관 차량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발생 관련 사회적 우려 증가

Social
Problem

Approach
and
impacts

1.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투자 및 생산비용 상승
2.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정부 환경법 규제 강화

Approach
and
impacts

1. SK에너지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물운전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2. 내트럭하우스를 비롯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및
지역·운전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진행

사회적 성과:
Performance - 전국 물류 요충지 19곳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을 갖춘
내트럭하우스 운영

사회적 성과:
Performance
- 신규 생산라인 확대를 통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Goal

1. 화물운전자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증가
2. 화물자동차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근
도심지역 교통문제 증가

Goal

기존 내연기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저감

1. 화물운전자 휴식처 제공을 통한 졸음운전 감소 및
자동차 사고 예방
2. 화물운전차 주정차 공간 확보를 통한 인근지역
삶의 질 개선

부산신항 내트럭하우스 전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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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blem

Approach
and
impacts

프레온가스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및 환경문제 발생
1. 환경 규제로 인한 대체재개발 시급 상황
2. 건축법 변경1)에 따른 건축용 PU발포제 시장확대
추세→ 규제를 기회로 활용

사회적 성과:
Performance - 고객사와 대체재 공동 개발·테스트
- 신규시장 안착 성공
Goal

Social
Problem

내연기관 차량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및 화석연료
소비로 환경오염 우려 증가

Approach
and
impacts

1. 화석연료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한 고품질
윤활기유·윤활유 공급 필요

Performance

친환경 발포제 용도 개발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 최소화

주1) 2014년 9월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과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통합 결정
- 건축용 단열재 적용 범위 확대: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 적용
- 에너지 절감 추진: 열관류율 감소를 위한 외단열재 두께 증가
주2)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
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며, 1989년 1월에 발효되어 한국은 2013년부터 2차 특정물
질(HCFC) 감축을 시작

Goal

친환경 발포제 적용 제품

고급 윤활유 ZIC

047

사회적 성과:
- 고급 윤활기유 및 윤활유 판매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고급 윤활기유 및 윤활유 판매를 통한 연비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3,886

사회공헌 활동 비용

(단위: 백만 원)

Sustainability
Performance
Review
Investment for the Future

(단위: 시간)

26,977

52,763,776

에너지 사용량
(단위: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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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교육시간

리스크 관리
구성원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사회공헌

SHE(Safety·Health·Environment)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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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한 방향성을 이끄는 동시에 대내외 다양한 이

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조율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업의

사외이사

지속적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이사진의 이해도와 전문

이사 선임 프로세스

SK이노베이션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김정관 이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김창근 의장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이사

— 이사회 구성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후

김준 대표이사

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견제와 균형

김준 이사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이사진 8명 중

62.5%에 해당하는 5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1), 2017년 평
균 참석률은 91.3%입니다.

최우석 이사

유정준 이사

주1) 2018년 5월 기준

하윤경 이사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후보는 후보의 자격 및 자질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김창근
김준
유정준
김정관

김종훈
사외이사
김준

최우석

하윤경

임기

2016. 3월
- 2019. 3월

2017. 3월
- 2020. 3월
2017. 3월
- 2020. 3월
2018. 3월
- 2021. 3월

2017. 3월
- 2020. 3월

2016. 3월
- 2019. 3월

2018. 3월
- 2021. 3월

2016. 3월
- 2019. 3월

이력

현)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전)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현)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현) SK E&S 대표이사 사장
전) SK G&G추진단 단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전)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현) 대한체육회 명예대사 겸 국제위원장
전) 제19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전)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전)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총영사

현) (주)경방 대표이사 회장
현) 재단법인 동아시아재단 이사
현) 대한방직협회 회장
전) 한국 YEO(Young Entrepreneurs' Organization) 회장
현) 고려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전)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전)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현) 홍익대 공과대학 기초과학과 교수
현) 대한화학회 부회장
현)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자문위원
전) 대한 여성과학기술인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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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위원회 활동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전략위원회 위원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예정)
- 전략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 인사위원회 및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전략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1

2

3

사외이사 후보
추천방안 수립

사외이사 후보
Pool 선정,
심도 깊은 토의

사외이사
후보 확정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매년 후보 추천

방향성과 프로세스를 정립하며, 이에 따른 적정 후보 Pool을 선정한 후

5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합니다. 후보 확
정을 위한 토의 시에는 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후보의

전문성, 충실성(commitment), 경영 마인드,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등
회사에서 수립한 평가 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선임 시기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
전문성

경영 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다양성
기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사외이사
선임

주총 안건
상정

주주총회

이사회

—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들은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업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

기업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으며,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활동 경험을 보유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사업 현장 및 생산시설

이사회에 90% 이상 출석이 가능하고,
충실성
(Commitment)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함

이사진 현황
구분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방문,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별 집중 오리엔테
이션 등을 통해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기업

국내외 대기업 CEO 또는 조직의 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리더십을 보유함

지배구조 단체인 NACD(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e Direc-

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소신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함

tors)와 IGC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명성을 인지하고 있음

이미지가 깨끗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또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감사실적 보고를 통해 리스크가 발생할

성별, 나이, 국적, 민족, 인종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함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슈 및 리스크 관리 전문성 향상을

선임 시기의 대내외 경영 환경 및 전략을 고려함

위해 매년 전략 Session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ession에서는 전사

와 주요 사업의 전략, 추진 동향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보고가 이루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

어지며,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의사결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이익이 균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주요 이

형 있게 반영되고,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

슈들과 연관된 법률,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주요 결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주요 결격사유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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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생산 현장 방문(2017년 4월)

*상법 제382조의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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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이사회 활동

이사회 커뮤니케이션 Session 운영

— 이사회 소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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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경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다. 모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각 위원회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매년 경영계획 및 중·장기 전략(To-be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최

내외부 환경과 특성에 기반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

니다.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층과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CEO Ses-

sion, 전략 Session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철학 및 비

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

전, 전략(Strategic Fit)뿐만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제를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진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

추가로 선정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록 이사회는 개최 최소 5일 전, 산하 위원회는 개최 최소 2일 전에 안
건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특히, 2017년에는 당사의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Deep Change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 조속하게 의사결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투명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 산하에 6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또한 각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 전 충분한 사전 검

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운영과 의

는 동시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결정에 있어 독립성 및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산하 위원회는 총 20차례에 걸쳐 42건
의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 이사회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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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현장경영 실천 강화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사업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에 기반한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도출한 결과와 의견은 이사회 운영 계획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상시로 방문하

수립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발전적인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

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보다

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보상을 위해 이사 보수 한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경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한 후,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SK인천석유화학과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장 이사회를 개

이 외에도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기

최하여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구성원들과 함께

주1) 감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2017년 위원회 활동 내역

2.0과 공유 인프라 추진 등을 위해 전사 및 주요 사업별 전략 수립에

한 경영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13회의 이사회에

토와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

1)

위원회
감사

이사 구성(명)

사내

-

기타비상무

-

사외

2

5회

안건(사전검토)

15건

1

인사

1

-

2

2회

투명경영

-

1

2

5회

9건(9건)

사회공헌

-

-

3

2회

5건

1

-

2

2회
4회

2017 주요 활동
- 확정실적 및 외부감사 결과
- 감사실 업무계획

주요 안건

2건 - 사외이사후보추천 프로세스

사외이사후보추천
전략

-

31)

개최횟수

- 2017년 단기 경영계획
5건(5건)
- LiBS 사업 관련 투자
6건(3건)

주1) 2018년 3월 기준

- 감사수행 실적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배터리 사업 관련 투자

- 사내이사 후보 추천
- 임원관리규정 개정

- 이사 보수 한도 책정

- 이사회 활동 평가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사회공헌 추진 계획

- 행복나래주식회사 지분 추가 매입
- 브랜드 사용계약 갱신

- SK China(홍콩) 유상증자

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하는 ESG 평가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2017

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임원·팀장 대상의 사외

년 지배구조 부문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이사회의 우수한 성과를

이사 특강 등을 통해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내외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효과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추진을 목표로, 관련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 및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안건을 검토
하는 한편, 사내 사회공헌 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주요 안건

❶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계획 및 결과
❷ 사회공헌 활동 추진 현황

❸ CSR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지원 방안

❹ 안전, 보건, 환경 및 기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정책, 프로그램, Practice에 대한 리뷰

❺ 이사회의 CSR 활동 참여 방안

❻ 기타 주요 CSR 이슈에 대한 현황 및 실행
❼ 이사회·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이사회 자원봉사 활동(2017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현장 이사회 개최(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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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는 기업 지속가능성과

스크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리스크는 유가, 환율,

창출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화학 기

세무, 신용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적 시나리오 구축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과 각 자회사 간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일부

구성원 인권·안전 이슈 등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 CEO 및 5개 자회사 CEO 등이

SK이노베이션은 당사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체계화하고 관리하

참석하는 최고경영층 미팅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안건에 따

고 있으며 각 리스크별 최적화된 대응방안 및 중·장기적 전략을 수

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립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분류 및 보고체계

— 리스크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운영 및 산업, 재무 등 3개 카테고리

리스크별 배경 및 특성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

SK이노베이션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영

SK이노베이션은 환경, 사회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전반에 미치는 장기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산업 리스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주요 이해관계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SK이노베이션의 리스크별 주관부서가 통합 관

자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트라넷과 뉴스레터

리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경영층과 자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를 통해 전사에 주요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리스크 예방 인

경우 리스크 종류에 따라 최고 경영층 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산

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 리스크는 사업 성과, 신규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

유가와 환율 변동 등의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과 각

지역 정세, 규제 등의 외부 환경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SK이노베이

Business Context

SK이노베이션은 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영 리스크는 윤리, 준법, 인사, 안전·환경 등

자회사별로 다양한 경제지표에 기반하여 단기적 방향성과 중장기 동

션 계열 회사의 주관부서가 관리하며 각 회사 경영층의 의사결정이

향을 분석하고, 해당 리스크의 감내 가능한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

필요한 사안의 경우 자회사 CEO와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석하는 리

습니다.

최고경영층 미팅

이사회

각종 리스크 관리 협의체

Risk Impacts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 Emerging Risk

Emerging Risk

리스크 관리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주관부서
산업 리스크(Business Risk)

윤리

유가

리스크
카테고리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준법

환율
세무

국가 및 지역 정세

신용

정책 및 규제
경쟁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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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전
환경

정보보호

Mitigation Actions

재무 리스크(Financial Risk)

다양한 글로벌 규제 및
불안정한 석유가격

거래 관계 및
제품 판매 과정에서의 공정성

2015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해
2017년 12월에는 배럴당 평균 64달러를 기록한바 있
으나,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를 비롯해 중동지역의 지
정학적 상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
니다. 유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날씨 등의
천재지변, 사업장 운영 문제 등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지역 정부의 특성 또한 큰 축을 차지
합니다.

윤리적 경영활동을 비롯한 공정한 거래는 기업 경영
활동의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정유사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와의 거래 관계 공정성, 나아
가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석유가격의 측정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원유가격과 석유제품의
생산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손익과 현금흐름 그리고
수익 구조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선적과 도착 기
간 사이의 원유가격 차이 또한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비롯해 SK그룹에 속한 다
양한 계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정제를 비롯해 운송, 보급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투자와 생산비용 상승이 야기되고 있으
며, 세계투자은행(World Bank)은 2019년부터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으
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역학관계(Dynamics)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한 운영 최적화(Optimization)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 간의 거래 시 본사 Biz. Compliance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부당지원성의 존재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
우 이러한 지역정부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지역
정부의 정책이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석유의 수입, 판매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각종 석유화
학 제품의 규격 등의 정부 규제는 사업 영위에 있어
필수적 고려 요인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 법
규의 위반은 재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신흥국가에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윤활유
생산과 같은 사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제품 규제 강화에 따른 탈황설비 신설을
비롯해, 글로벌 지역 정부의 규제에 부합하는 고급 윤
활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주유소 중 30.7%를, 판매
량 기준 32.4%를 차지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
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거래량 또한 많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당 이슈로 법적 제재는 없었지만, 시장
점유율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주유소 확보경쟁
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시
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명성에
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브랜드 신뢰도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커
뮤니케이션이 요구됩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협력회사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
지 발생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센
티브를 통한 전기차 판매 촉진을 비롯하여 완성차 기
업의 연이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규모 감소 발표가 이
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법 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설비 투자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
급 지급 확대를 비롯해 완성차 회사들이 가솔린과 디
젤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연이어 출시함에 따라 재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폭넓은 확대가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 및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절
차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거리 전기차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배
터리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관련 기술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
고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약 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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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법적·사회적 규제가 확대되면서, 준법경영

윤리교육 강화

—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확대

— 투명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

이에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고유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윤리교육 진행 대상을 해

실, 윤리경영 사이트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

의 관리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이행 요구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준법의식 내재화를 위해 연간 지속적으로

외 주재원 및 글로벌 구성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 시

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윤리규범 및 지침을 수립하여 지속

당면할 수 있는 윤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구성원과 적극 공유함으

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교육 플랫폼 구축과 협력

로써 업무상의 윤리 실천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회사 대상 윤리교육 방안 수립 등 윤리경영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
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

윤리교육 성과

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분

교육인원

오프라인 교육

— 윤리경영 원칙

1,121명

온라인 교육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수립하

고,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대외규제 강화 등으로 발생한 Practice 및

Lessons Learned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2017년 4월

교육시간

5,893명

939시간

2,947시간

의 취약 영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회사와 거래 또는

다. 2017년에는 전 구성원의 80%가 윤리경영 실천 설문에 참여하였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채택하여 따르기

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

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 아래 전사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이후에
는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하여 윤리 실천의식을

더불어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행동기준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관한 질의응답(FAQ)을 운영하여 구
성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윤리적 딜레마와 리스크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토

문항 구성

의를 위해 매년 리더 주도형의 윤리경영 실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워크숍은 분과별 실시를 원칙으로 조직 간 자율적으로 진행

객관식 60문항
+ 주관식 2문항

되고 있으며, 1차, 2차 워크숍은 각각 임원, 팀장이 리더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최근 3개년 감사 사례 및 자체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93%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객관식 28문항
+ 주관식 2문항

056

시하고1), 이를 통해 당사가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윤리경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

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특정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총 95건의 제보 및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단순 문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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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최근 수행시점은 2016년으로, 2018년 중 재실시 예정

건수는 60건입니다. 제보된 사안은 조사 및 관련부서 이관 등을 통해
의 경우 당사 고객불만 처리 관련부서 이관 등을 통해 조치하였습니

건전한 거래문화 구축

사로부터 향응 수수)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사

여 협력회사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절·승진축하 선물

다. 제보조사를 수행한 15건 중 1건이 구성원 윤리규범 위반(협력회

객관식

이해관계자별 건수
구분

제보

·이해관계자별(구성원, 주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리더의
윤리경영 수준 진단
·실천제도 및 실천문화 내재화 수준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윤리적 갈등
상담 및
비윤리 사례

객관식

·구성원의 이해관계자별 윤리규범
준수 수준
·회사의 윤리실천제도 운영 수준
·회사의 윤리실천문화 내재화 수준

-

상담

1

제보유형별 처리 건수
조사(감사)

15

-

-

7

15

9

14

합계

2

관련부서 이관처리

16

불만

101
52

윤리적 갈등
상담 및
비윤리 사례

2015

2016

어려운 선물은 구호기관 및 아동복지기관에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
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위: 건)

13
2
-

21
36

합계

13
3
7

37
60
(단위: 건)

기타(확인불가, 기각)

29

윤리상담실 및 윤리경영 사이트 상담 현황

주관식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선물을 수

령한 경우 사업장별 담당부서에 선물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반송이

윤리경영 제보·상담 건수

기타·미상

주관식

SK이노베이션은 부당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하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성원

구성원 실천 Survey(글로벌 구성원 포함)
문항 구성

일환으로 격년 간 국내 협력회사 대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조사를 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엄수하여 제보로 인

비즈니스 파트너

임원 자가 점검 Survey

윤리경영 실천 워크숍 운영

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 사내 인트라넷에 윤리경영 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제보

고객

윤리경영 설문조사 구성

— 전사 윤리의식 내재화

로 전망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협력회사와의 불

지고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내부 구성원의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의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처리, 고객불만

구성원의 윤리경영 실천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윤리경영 제도·문화

에 재직중인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

이를 통해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상담 접수가 이루어

자 포상제도를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 설문조사 시행

업데이트 완료). SK이노베이션과 해외법인을 포함한 산하 투자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윤리경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상담

명절 선물 수수 관련
협조요청 공문서

(단위: 건)

6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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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조직

— 공정거래 내부 모니터링 확대

— 구성원 공정거래 의식 함양

— 공정거래 외부 규제 대응

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를 선

조를 의무화하여 부당지원성의 존재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매년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공정거래 실천 지침을 제공

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공정거래법 23조2)’

SK이노베이션 및 3개 자회사(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 간의 거래 시 본사 Biz. Compliance팀의 협

임하여 각 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200여 건 내외의 공정거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

또한 2017년에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조직별

수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매년 반기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 점검 → 교육 → 성과측정 및 개선」의 선

로 이사회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

순환적 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의 첫 번째 단계로 SK이노베이션

고 있습니다.

계열 11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별·유형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수

준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조직과 관련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작업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기 수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체계

립한 체계를 운영·개선하며,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조직에 대한 지속

SK이노베이션은 공급망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

적인 관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주
요 7대 요소를 정의하여 각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수립하

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심사기준을 강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조사대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별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상 거래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 동시에 리스크에 사전

공정거래 이슈를 정리한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고 있습

대응하기 위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Letter’와 ‘공정거래 단신’을 전사에 지

업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구성원의 공정거래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전망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 계열 자·손회사의 최근 5개년 내부거래

있습니다.

현황을 전수점검하고 내부거래 감독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국 경쟁당국 간 업무공조가 활발해지고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운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해외마케팅조직 및 해외법인

2017년에는 각 구성원이 실제 업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관련 법

에 대한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M&A 등 각종 기업결합 업무 실무자

규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강화된 자율준수 의식이 실제 법규 준

들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신고 요령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수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내부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는 등 SK이노베이션 6개 사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일반론적 공정거래 개괄교육에서 나아가 조직

별 업무와 밀접한 공정거래 주제별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온라인
교육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전 구성원이 수강하는 공통과정과 주요
마케팅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요소
·공정거래준수선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채택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CE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회사방침 천명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연구회 활
동 및 외부교육 참여를 장려하여 공정거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
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지식공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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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독체계

·자율준수 담당조직 운영
·공정거래 점검 실시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및 운영

위반책임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과정
수송사 경영자 교육

교육명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공통과정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심화과정
기업결합 규제 및 실무
유럽 국제카르텔 교육
공정거래법 교육

부당공동행위 및 대리점법 교육

송유관 사업 관련 공정거래 교육

SK에너지 거래 수송사 경영자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구성원
공정거래법 분야별 관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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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4월
5월
5월

SK이노베이션 계열 M&A관련 업무 담당자

10월

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부

11월

SK루브리컨츠 해외마케팅부서 및 암스테르담법인
SK종합화학 화학시장개발실
SK에너지 물류경영실

·자율준수 활동 관련 제반 문서의 체계적 관리

문서관리체계 구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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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구성원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의 근간인 구

성원에 대한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 인재육성

주요 HRD 프로그램

—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SK이노베이션은 ‘경영철학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

조직별로 사업 및 조직의 특성에 최적화된 Best-fit 리더십을 정의하

장-팀원 면담과 조직단위의 중간점검 세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SK이노베이션 인재육성 체계

것이 중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더 강하고 더 좋은 회사’를 목표로 ‘잘 하는 것은

기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량, 핵심

더욱 잘 할 뿐만 아니라,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잘 함’으로써 Deep

가치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인재육성 체계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Change를 이끌어나갈 구성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Deep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

Change 2.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더-구성원 간 ‘일하는 방식

로 SK이노베이션의 인재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의 혁신’과 ‘할 말 하는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구성원 육성 및 성과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팀

Best-fit 리더십 진단-피드백-개발 선순환

고, 이에 기반하여 매년 리더들의 리더십 효과성을 진단·피드백하고

바탕으로 역량·자질·업적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공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리더들은 본인에게 Customized된 리더십

정한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평가 수용도를 높이기

육성 가이드를 제공받게 되며, 각기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여 리더십

위해 평가 결과는 감사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역량을 개발합니다.

소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승진, 육성은 물론 보상에 활용되어 성과주의에 기

반을 둔 차등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성원 개개인의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시행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장·단기 목표를 종합적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 후

인재상

으로 고려한 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별·나이·학력 등에 의한

보군으로서의 선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재무적 관점 등
패기

경영철학에 대한 확신

VWBE를 통한 SUPEX추구 문화로 이해관계자 행복 구현

스스로 동기 부여하여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
하기 위해 노력하며, 팀웍을 발휘한다.

SUPEX

VWBE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Super Excellent 수준

자발적이고(Voluntarily)
의욕적으로(Willingly)
두뇌활용(Brain Engagement)
* SKMS 발췌

부당한 평가 및 차등 보상은 없습니다.

리더로서의 필수역량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적 관리 측면에 대한 스
킬을 향상시켜 조기에 준비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
하는 '물가연동제'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3월 이 제도를 적용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임금협상 갈등을 해소하고, 구성원의 생

조직별 육성 체계 구축

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학습 문화 구축 차원에서 각 조직별 역량개발 체계를 운영하

고 있으며, 엔지니어 및 연구원의 경우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개인

성과평가

별 계획을 수립하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울산 CLX 공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대상

평가 영역
SKV1)/
역량

을 목표로, 고유의 기술역량 교육 체계인 CLX University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CLX University는 연간 공통직무과정(70개 과목), 기술세미나

인재육성 체계

(15개 주제), 핵심역량과정(258개 과목), 신입 Eng’r 과정(5개월), 리더 직

모든 정규직원

강의 Leader Initiative 특강(분기 1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6년
간의 생산시설 운전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된 교재와 엄격한 학사관리를

직책자 리더십 개발·발휘 지원

리더십

전문역량(실력) 강화

- 조직별 최적화된 Best-Fit 리더십 모델 기반의
Customized 진단-피드백 시행
- 리더십 교육·코칭·워크숍을 통한 적극적 개발 지원
- 조직별 시너지 향상 프로그램 실시

직무역량

- 조직별 역량체계 기반 전문 역량 개발
- Management Function/Biz. 사업
실무 역량 과정 시행
- 학위·비학위 중장기 연수 실시

-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선제적으로 육성

차세대 리더

부장

JLDP

(Junior Leader
Development
Program)

핵심가치 내재화

팀장

FLDP

(Future Leader
Development
Program)

HLP

SK Values

(HIPO1) Leader
Program)

- SKMS 이해 및 실천 강화
-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법론 전파

2017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리더와 사내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역량 전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earning by

Teaching으로 리더와 전문가는 본인의 지식 및 경험을 정리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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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SK Values

습니다.

Biz. Insight Seminar

월 2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트렌드 및 글로벌 인사이
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여 명의 구성원이 세미나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등 혁신적인 자극을 불어넣는 유의미한 학습의 장이

Biz. Insight Seminar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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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칙

모든 연봉제 직원

되고 있습니다.

주1) High Potential

대상

리더와 사내전문가를 통한 직무 역량 개발

성원들은 살아있는 생생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

차세대 리더군 선제적 육성
과장

보상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적

$

$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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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인지(Deep Change)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구성원의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

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

구성원 복리후생

SK이노베이션은 SKMS의 실천은 근본에서부터 변화를 꾀하는 딥체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의료비 지원과 주택 구입·임차 시 융자제공 제도 등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당연하게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장기 근속자 포상제

고 생각의 Frame을 전환하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원칙

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층별·조직별 워크

에 따라 기존의 휴가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의 자율·책임하에 휴

숍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를 사용하는 ‘휴가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충분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

리프레시를 위하여 2주 이상의 Big Break(장기휴가) 및 샌드위치 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Newsletter 및 사내 방송(gbs)을 통해 사내에

가 사용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조사 지원, 휴양소·콘도

전파하는 등 전 구성원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시설 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에는 구성원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실천 프로세스

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행복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1

2

Why

How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4

3

실행

What

생각의 틀을 깨는
Idea 실행

였습니다. 매월 구성원의 납입액과 회사 지원금을 매칭하여 퇴직연
금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가능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DC 퇴직연금
(외부금융기관)

20만원/월 납입

SK행복카드,
개인연금지원 등

가정 및 육아 지원

경조휴가 및 경조금,
출산·육아 휴직,
어린이집, 자녀 학자금

일하는 방식의 혁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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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한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
록 IT시스템 운영과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와 구
성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하는

CEO-구성원 간의 대화

시간을 수시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구성원 간 소
통의 가교이자 Change Facilitator인 250여 명의 ‘iCON(innovation

Communication ON)’을 선발하여 구성원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계열 내 CEO를 비롯하여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이에 대한 조직별 점검 및 개선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팀장 및 구성원 워크숍을 주기적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직문화의 혁신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터

행복산책 활동

고 있습니다.
$

회사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채널

1) 20만원/월 지원
2) Incentive Bonus 10% 납입
*90%는 구성원에게 지급

복리후생 제도

금전적 지원

에 따라 특화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다채로운 Contents를 전

템 개선 등에 활용하는 등 구성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

$

(급여 공제)

습니다. 소통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대상

뷰 및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렴된 결과를 경영활동 및 내부 시스

행복연금 운영 방식
구성원

SK이노베이션은 CEO와 리더, 구성원 등 전사 임직원 간 자유로운 소

tong tong
온라인

Leader's Blog
사내방송(gbs)

건강 관리

정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배우자, 자녀포함)

취미/레저활동

휴양소·콘도 및
휘트니스 센터,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

iCON

주거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 융자,
지방 근무 시
기숙사 or 주거비 지원
(배우자, 자녀포함)

기타

구내식당 내 중·석식
제공, SK패밀리 카드,
장기근속자 포상 등

CEO-구성원 간의 대화
오프라인

행복산책
계층별 워크숍
리더스 포럼
Harmonia

내용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이나 제도 등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문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CEO 블로그를 통해 주요 경영철학, 방침과 구성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원의 이해도를 제고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사업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 시간대 사내방송을 통해 경영층 활동, 주요 사업 현황,
조직별 활동, 구성원 소식 등을 전사에 공유

사내 소통의 메신저이자 Change Facilitator로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과 변화 추진 아이디어를
개진하며, 리더들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경영현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2017년 기준 250여 명 활동)
SK이노베이션 계열 내 각 CEO와 구성원 간의 접점을 확대하고, CEO와 구성원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Comm. Day(Well-Comm. Day, 담소 등)를 개최하여, ‘할 말 하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

CEO와 구성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다양한 문화 · 야외 활동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의미 있는 휴식시간을 공유
(매월 사별 경영진 주최로 구성원 및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
경영 목표와 조직별 변화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그 과제에 대한 토의와 제안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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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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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7

Overview · Business Review · Sustainability Material Issues · Sustainability Performance Review · appendix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 인권 존중

인권 보호 및 실사(Due Diligence) 정책

화적인 기업 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W-Network에서는 여성 관

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 채용 및 육성 전략, 안전

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여성인력 채용 확대 및 역량 개발 지원, 여성친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접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관계

을 인정받아 2018년 ‘남녀평등고용’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SHE) 방침, 윤리규범 등을 제정하여 경영활동상에서 인권
보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여성이슈 해결을 위한 활동 체계

또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2007년 10

사원~대리

월부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의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HR
제도

인권 방침 및 적용 범위

여성
인력
육성

• 첫째.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여성의 유입 확대

신입공채 채용확대
(30% 유지)

일·
가정
양립

• 둘째. SK이노베이션은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인식·
문화
개선

• 셋째. SK이노베이션은 UN, ILO 등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별·인종·국적·종교·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대리~과장

경력단절 최소화

휴직자(6개월 이상)
평가 면제

과/부장 여성리더십
워크숍(그룹 과정)

부장~팀장

리더 성장 촉진

HIPO(High Potential)
여성인력 선발
여성 팀장후보자
과정(그룹 과정)

육아휴직
자동전환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직책자 교육에 Diversity Module 반영
(신임팀장 교육 시 포함)

일과 삶의 균형 확보

• 넷째. SK이노베이션은 당사 인권정책 및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 및 사업 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한다.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

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최초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
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시스

템을 도입하여 회의 및 보고의 절차를 간략화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육아를 병

공정한 채용기회 부여

행할 수 있도록 출산휴직 신청 시 자동적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이 함

SK이노베이션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정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

께 신청되는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

하고 있습니다. 서류·필기전형의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 아래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 공급망 현황

의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증가로 회사 밸류

적 요인(ESG)에 대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운영 및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SK이노베이션은 거래규모, 대체불가능성, 핵심기술 보유 여부, 비재무

체인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협력회사를 분류·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

당사의 주요 핵심 협력회사는 주요 생산공장인 울산, 인천, 증평, 청주,

고, 협력회사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

서산 등에서 대규모 공사·용역을 수행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해야 합니다.

원·부재료 등(배터리 원재료, 첨가제, 촉매 등)을 취급하는 협력회사

SK이노베이션은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가 및 모니

로, 2017년 기준 전체 3,030개 협력회사 중 295개 업체를 핵심 협력회

터링을 통해 협력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생산공장의 대규모 공사·용역, 일
부 기자재 및 공정거래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회사 등의 경우

에는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2차 협력회사(Non-Tier 1)까지 관리범위

— 공급망 관리정책

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Cost 경쟁력(Total Cost Ownership), 품질(Reliabili-

ty), 납기(On-Time Delivery & Customer Service Level),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관리, 재무 및 비재무적 요인(ESG)에 대한 리스

2017년 협력회사 현황 분석

크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협력회사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2017년 구매윤리규범과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

Tier1

으며, 통합구매시스템(BiOK)을 활용한 협력회사 등록 및 평가, 구매계
약관리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윤리규범
주요 내용

협력회사
행동규범 주요 내용

Non-Tier 1

공정거래, 투명거래, 법규 및 국제협약의 준수
(인권선언, UNGC 등)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기업윤리 준수, 분쟁광물 사용 금지,
경영시스템 구축 등

물품 구매액

여하여 고용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후 장애인 공채과정을 정식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국가유

성희롱 예방

입니다.

희롱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주1) 대한민국에 해당함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성 관련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직장 내 성

공자(보훈인력) 공채를 추가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해나갈 예정

다. 연 1회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승진자·Values 과정, 신입사원·경력
사원 대상 오프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여성인재 성장 지원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경우 여성 변호

SK이노베이션은 사내 여성 협의체 W-Network를 운영하여 여성 인

인을 포함한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는 즉

력이 경험할 수 있는 부당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여성 친

각 퇴사 처리하는 등 사내 성 이슈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064

구분

현지1) 협력회사 물품구매 비율

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장애인과 보훈인력의 경우 가점을 부

295

100
85

57

핵심 협력회사2)

현지1) 협력회사 물품구매액

2017년에는 이러한 가족친화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

용 원칙·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 비중

3,030

핵심 협력회사

협력회사 물품구매액

년 사내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 특정 사유로 인한 미연의 불이익을 엄격히 차단하는 등 투명한 채

전체 협력회사1)

협력회사 수

-

주1) 최근 3개년 간 거래실적이 있는 협력회사
주2) 주요 생산공장 대규모 공사·용역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 관련 중간 도급업체(SK
건설, 행복나래 자료 활용)

신기 여성 임직원을 위한 모유수유실/여성 휴게실을 운영하고, 2016

철저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블라인드 심사 도입을 통해 학력, 성별

구분

(단위: 개 사, %)

통합구매시스템(BiOK) 화면

065

2015

7,436
3,767

51

2016

(단위: 억 원, %)

9,536
4,833

51

2017

11,866
7,37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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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SK이노베이션은 신규 협력회사를 비롯해 등록된 협력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사 등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획득한

습니다. 특히 주요 신용평가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리스크

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협력회사의 경우 시정조치

협력회사에는 보증금 면제, 정비동 입주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

도 경제, 사회, 안전·환경적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

요구를 비롯해 거래관계 종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진단, SHE 관련 정기평가 등을 실시

Tier1

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분석결과
구분

글로벌 가이드라인

경제

UNGC Principle

경쟁력 제고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01

03

02

Policy

Action

Monitoring

·구매 윤리규범

·사전평가(협력회사 등록평가)

·협력회사 행동규범

사회

·평가결과 우수업체 지원

·계약조항

·제재기준에 따른 시정조치
(경고, 거래정지, 등록취소 등)

·정기평가(서면·실사 등)

리스크 관리

경제, 사회,
안전·환경 측면 고려

Feedback

공급망 지속가능성 사전 스크리닝

공급망 사전평가

SK이노베이션은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경제, 사회,

구분

안전·환경적 차원에서 협력회사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

신규 등록
협력회사 수

다. 특히, 통합구매시스템을 통해(BiOK)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준수

하도록 하고, 신규 협력회사를 등록·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

경제, 사회, 안전·환경
평가 협력회사 수

지 못한 경우 SK이노베이션 협력회사 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협력회

사전평가 비율

사 등록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 협력회사로 등록한 협력회사는 384개 사로, 100% 사

전체 협력회사
평가시행

신용등급·재무정보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윤리 관련 법규 위반 등

전체
협력회사

3,030
(100)

대형 안전·환경사고
(해상 누유, 가스 유출 등)
환경 규제·법령 위반
SHE 관리체계
구축·관리 수준

사업장
공사·용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배터리
원부자재 등

304

2016

(단위: 개 사, %)

335

2017

384

304

335

384

100

100

100

신규 등록 협력회사 사전평가 비율

100

100

핵심 협력회사

57

평가시행

46
(1.5)

57

100

주1) 울산, 인천 등 주요 생산공장에서 대규모 공사·용역을 수행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업체를 포함
주2) 공정거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평가 대상회사를 포함

2020 목표
832
(27.4)

협력회사 평가시행 비율

201
(24)

100

% 유지

전체 협력회사(Tier 1) 및 핵심 Non-Tier 1 협력회사 포함

시정조치

SK이노베이션은 협력회사 진단 및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요인(ESG 리

스크 포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회사 중 약 30%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개선
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협력회사 진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협력회사는 총 7개 사로 비윤리 이슈 발생, 공정투명거래

SK이노베이션은 공급업체 행동규범 상 분쟁광물 사용을 원칙적으

위반 등 심각한 정책 위반 사유로 판단되어 해당하는 2개 협력회사에

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분쟁광물 사용에 따른 리

대해서는 영구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스크가 높은 주요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
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코발트 교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착취 등 인

협력회사 리스크 시정조치 현황

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구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높은 협력회사 개선계획 수립비율

개선 계획 수립 후 12개월 내 ESG 성과 개선 비율
거래정지 조치

- 일시 거래정지

% 유지

- 영구 거래정지

주1)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066

52

평가시행 비율

공급망 리스크 평가사례
2015

92

평가시행 비율

Non-Tier 1

인권, 노동 등
분쟁광물

2,886

- 3rd Party 조사2)

리스크 높은
회사 수(비율1))

3,030
3,030

- 방문조사1)

(단위: 개 사, %)

대상회사

2017

- 서면조사

주1) 리스크 높은 비율은 평가 대상 회사 대비 %로 산정

2020 목표

전평가를 완료하여 등록하였습니다.

환경

주요 리스크 요소

(단위: 개 사, %)

구분

를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지속가능성 관리 프로세스

내부 기준

SK이노베이션은 경제, 사회, 안전·환경적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특히, 리스크가 높은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및 3rd Party 조사

하여 비재무적 리스크 요인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OECD MINE Guidelines

공급망 리스크 평가방법

공급망 리스크 평가

067

(단위: %, 건)

2017

30

100
7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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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사회공헌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

— 사회공헌 추진체계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대, 재생산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치인 Happiness를 조합하여 만든 ‘Happinnovation(행복을 혁신하

여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기업에

해 13개의 Biz. Model을 선정하고, 유·무형 자산의 인프라 공유를 통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 그 차별화된 가치를 확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 체계는 사명인 Innovation과 핵심 추구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 나누는 기업’을 사회공헌의

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 나누는 기업을 이

방향성으로 설정하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

루기 위한 3개 활동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 활동영역은 사

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정

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성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활동(Social Innovation), 지역 사업장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가치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호 활동(Green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Innovation),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공감하고 참

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 가

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활동(Happy Innova-

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tion)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cial Innovation
혁신적인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Green Innovation
지속가능한 환경

기간 동안 노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주1) 43페이지 참조

사업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 내용: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
여 3개년간 시설 투자 및 컨설팅 지원

지원 사항: 시설 투자, 법무·노무·회계·
마케팅 전문가 교육, 사회적기업 전환컨설팅
지원, 참여 취약계층 직무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척, 프로보노 지원 등

사업 성과: 
·사회적 경제 전환 11개 기업
·일자리 창출: 260개
(노인 211명, 장애인 24명,
북한이탈주민 12명 등)

Happy Innovation
지역사회와의 상생

말 기준 총 11개의 기업이 사회적 경제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업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1)

·1, 2차 사업은 노인 중심, 3차 사업에서
장애인·여성·다문화로 범위 확대

행복을 혁신하다

업, 사회적협동조합)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업장이 진출한 페루에서의 사회적기업 운영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농

·총 238개 기관이 응모, 13개 기관이 선정됨

Happinnovation

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사회적기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뿐만 아니라 사

·1차 사업(2013~2015년),
2차 사업(2014~2016년),
3차 사업(2015~2017년)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 추진체계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이후 5년간 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을 통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

위해 총 2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주)모어댄

경기서부

MOA

서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북부

충북

(유)깔끄미세탁
전북

참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천년누리전주제과

크린세탁

사회적협동조합
성남쿵떡

사회적협동조합

제천

대전

안동

(사)농촌공동체연구소
(주)동행

대구

청원시니어푸드
사회적협동조합

영광

더불어삶

시니어안심택배

사회적협동조합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 Plan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일반 기업 대비 사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

2차, 3차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확대 추진

SK이노베이션은 비영리 목적사업을 추구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1차 스타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자립 궤도 안착

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생존과 자립이
가능한 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SUSTAINABILITY

이에 2017년에는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중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잠재력, 고용 효과,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천년누리전주제과와
•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사업
•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 지역사업장 환경보호
• 환경과 에너지 교육

• 발달장애 자립지원
• 독거노인 보호사업
• 지역사회 상생

• 구성원 기부(1% 행복나눔)

㈜모어댄을 ‘스타 사회적기업(STAR SE)’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였습니

다. 사업 컨설팅, 상품 경쟁력 강화, 프로보노 활동 지원, 홍보 및 마케팅,

판로 개척, 임팩트 투자 등 회사가 보유한 자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2차 사회적기업

3차 사회적기업

자립 가능성
확인 시점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출, 고용, 인지도 등의 사업성과를 개선하여

스타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울산, 인천, 서산, 증평 등 당사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함

2차 육성 Start 3차 육성 Start

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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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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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사회적기업 1. ㈜천년누리전주제과

스타 사회적기업 2. ㈜모어댄 (브랜드: CONTINEW)

—취
 약계층 지원

하는 지역 명물로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많이 팔아도 돈 안

댄은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가죽시트, 에어백 등 부산물을 업

SK이노베이션은 2007년부터 구성원의 기부를 통해 의료, 교육, 장애,

전주비빔빵은 ㈜천년누리전주제과의 대표 상품으로서 전주를 대표

사이클링하여 가방, 지갑과 같은 패션아이템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되는 빵’ 등 스토리가 있는 빵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매출이 폭발

다. 1% 행복나눔기금으로 명명된 본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기부금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

니다. 2017년 말 전주 한옥마을 내 판매장 입점을 완료하였으며, 전주
비빔빵을 기반으로 ‘전북 사회적경제 Alliance’를 통한 전북지역 경제

전주빵카페 임직원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 규모를 기부함으로
써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신노사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

니다. 1% 행복나눔기금은 약 90%의 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소아암

㈜모어댄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매출 증대

·홍보, 전략, 회계, 마케팅
·워커힐 R&D 위생 관리
·공정 개선, 사진 촬영 지원 등

·임팩트 투자
·프로보노 운영

·프로보노 봉사 연계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

적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억 원)

1

·임팩트 투자
·백화점 순회 판매

㈜ 천년누리전주제과

환아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저소득계층 생계 지원, 사회

3.5

공유 인프라 오픈 플랫폼

2016

일자리 증대

2017년 구성원 기부 후원사업

153,756
천원

(단위: 명)

생계지원

6

·상품경쟁력 강화

참여인원

2,595명

(단위: 명)

8

배

30

취약계층 소득 증가

20

노인 취약계층 평균 급여
전주빵 평균 급여

(단위: 만 원)

월 평균 매출 증가

500만 원

사업 초기

11

배

2017

220

2018

070

(단위: 억 원)

연 매출 증가

26

배

1.3

1.7

2016
2017

3

85,275
천원

금액

323,946

2017

천원

주1) 취약계층 7명 포함

전주비빔빵 사업 성과

소아암 환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족 지원
학대 피해노인 의료비 지원 등

의료

2017

17 1)

2016

2017

원을 위해 구성원의 기본급 1%를 기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

입점, 글로벌 마켓 확대,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 진출 등 사업 확대와

한 사회적기업을 통한 위탁생산 등 연계 고용 및 매출 확대, 전주 구

사업 초기

운영되었지만, 2017년 10월 이후 협력회사 상생과 지역사회 복지후

도 및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홈쇼핑과 면세점

전주비빔빵의 성장은 지역농산물 구매 등 로컬 푸드 확대, 역내 영세

4

원 등 각 구성원이 원하는 사업을 후원하는 방식(1인 1후원계좌)으로

성 중에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의 공유 인프라 플랫폼을 활용해 인지

위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동 응급 지원, 네팔 오지 교실 건축 지원, 산간 오지 장애인 의수족 지

전주비빔빵에 이어 모어댄을 2차 스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육

공유 인프라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을 전방

·한옥마을 공간 등
지역 인프라 공유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및 학대 피해 노인 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 아

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17년

원한 이래 그룹 및 관계사 인프라, 사회적경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채널 확대
·상품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생계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후원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입니다. 친환경적 가치는 물론,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도 초기 투자를 지

·SK 인프라 공유 운영
·판로확대, 홍보
·전체 프로젝트 진행

구성원 기부 프로그램 (나눔 up 행복 up)

2015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의 3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모어

교육

53,315
천원

지역상생

31,600

(단위: 억 원)

천원

5

배

15.3
모어댄 CONTINEW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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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시설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아동쉼터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네팔 포카리번쟁지역 교실 건축
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육비 지원
치매 노인 인지재활훈련 지원 등
울산 자원봉사 박람회 지원
경로시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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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생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SK이노베이션은 울산시민들의 행복을 가꾸기 위해 울산대공원을 조

해외 사업장 지역에서도 SK그룹이 추구하는 최우선 경영철학인 이해

울산 지역사회 상생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일류 에너지·화학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휴스턴 푸드뱅크 봉

성, 기부 체납한 2006년부터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장미축제를 개

사활동 및 털사 TRSA 교육 프로그램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1), 싱가포

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제11회 장미축제

르에서는 휠체어 이용 독거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나들이를 지

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약 24만 명의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추

원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억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의 사업
체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복꾸러미 지원, 백

미지원, 독거노인 집수리, 독거노인 힐링 나들이, 김장 나누기 등 다양
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

행복나눔 사랑잇기(구성원 자원봉사)

이후 산하 68개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원봉

지원 분야, 발달장애아동의 일상생활자립 지원 분야로 선정되어 있
으며, 단순 경제적 지원 혹은 노력봉사에 국한되지 않도록 1:1 Caring

Program 형태의 대면봉사 활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상

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고, 84% 이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를 통해

발달장애아동

전 구성원이 100% 참여하여, 이 중 88%의 구성원이 소외계층에 대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하였

목표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습니다 . 본 활동을 통해 전국 사업장 인근 발달장애아동 관련 40개
1)

발달장애아동 4,000여 명 및 노인 2,100여 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대상

창 및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선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주1) 2017년 2,9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대상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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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주UTD를 통해 (사)제주도유소년축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

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인근 지

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유소년 축구캠프와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

역주민의 약 30%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

여 축구 저변을 넓히고 제주도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

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과로 공장 운영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문제
추진 내용

현장체험학습,
사회적응훈련

독거노인과 구성원
결연 맺기(말벗),
안전 위험요소 점검

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JDC UNITED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였

걸쳐 SK인천석유화학이 기획한 봉사활동에 공동 참여하였습니다.

으며, 2018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인천지역 상생 주요 프로그램
교육·인재육성

추진 내용

니다. 또한 2017년에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저

를 해결하였으며, 나아가 지역주민 100명, 구성원 219명이 총 5회에

문화복지 사업

마을환경 개선

JDC UNITED 축구 아카데미

·노후 교육시설 개선(초·중교) ·중학교 과학미디어 여름캠프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사랑의 교복 나눔
·중학교 학습 멘토링
·사람책 멘토링 ‘소나기’

• 활동기간: 2017년~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행복문화센터

• 추진 내용: 지역아동센터별 월 2회, 제주유소년축구협의회 산하 클럽 지도자
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축구 활동 지원

• 대상: 제주 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2017년 40명)

• 협력기관: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새순지역아동센터 2곳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 향후 계획: 2018년에는 제주 지역아동센터 2곳을 추가 선정하여 축구활동
지원을 지속할 예정

·마을 단장 사업

SK슈가글라이더즈

서산·증평 지역사회 상생

SK슈가글라이더즈 여자핸드볼팀은 연고 지역인 경기도 의정부를 비

서산공장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단위: 시간, %)

인당 평균시간

61.8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지지

주1) 행복을 꿈꾸는 아이

구성원 자원봉사 참여 현황

65.1

목표

SK에너지는 제주도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육·인재육성, 문화·복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

행복나눔
사랑잇기

기관 및 학교, 노인복지 관련 16개 기관 등과 결연을 맺었으며, 연간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연말에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

제주UTD와 함께하는 제주도유소년축구협의회

SK인천석유화학은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교
해피드림아이1)
(Happy
Dream –I)

사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점 자원봉사 영역은 독거노인 정서적

— 스포츠 연계 사회공헌

인천 지역사회 상생

구성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SK이노베이션은 2004년 임직원 자원봉사단인 ‘SK1004단’을 조직한

68.3

주1) 42페이지 참조

롯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신나는 핸드볼 교실’ 재능기부 활동을 확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 이삭특수어린이집 발달장애아동들

100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수업 방식을 기반으로 핸드볼을 쉽

과 음악회 공연 관람 등 사회·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시스템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핸드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응 기반을 마련

볼 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장 주변의 환경 정

8.5

화 활동과 사랑의 헌혈 나누기 행사, 사랑의 그린 PC 기부(300대의 사

신나는 핸드볼 교실

내 PC를 리퍼비시하여 기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

• 활동기간: 2013년~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독거노인 대상 행복나눔 사랑잇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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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의정부 및 서울, 수도권 초·중학교 학생(2017년 1,110명)

증평공장에서는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독거

• 추진 내용: 핸드볼 이론 및 기초, 레크레이션, 팀 대항 핸드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노인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등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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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Speciality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2,500
중학생 직업 체험 교실
누적 인원
(단위: 명)

특화형 사회공헌활동

1,143
Great Music Festival
참여 인원
(단위: 명)

과학·에너지 교육사업

SK이노베이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에너지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미래 진로를 탐
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과학 멘토

319

• 활동기간: 2013년~

• 협력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대상: 지역 내 초·중학교 학생 및 지체장애 학생(연간 100명)

2017 인천 사업장 환경정화 활동
참여 인원
(단위: 명)

• 추진 내용:

- 연구기술 소개, 전시관 관람, 전기차 시승 등 과학 체험기회 제공
- 과학교실을 통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연구원들과 함께 풀어가는
과학 멘토링 활동

발달장애인 사회성 향상 및 자립 지원

SK이노베이션은 음악, 스포츠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정서
적 발달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발달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직업 체험 교실

• 활동기간: 2012년~

Great Music Festival

• 협력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청

• 활동기간: 2017년~

• 대상: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2017년 892명, 누적 2,500명)

• 협력기관: 하트-하트재단 • 대상: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단체

• 추진 내용:
- 2017년 제1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경연대회(GMF) 개최
- 전국 38개 팀(343명), 관객 800여 명 참여
- 대상 1팀(드림위드앙상블), 최우수상 1팀(슈가슈가밴드),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 사내 콘서트, 바자회 등 주요 행사에 공연기회 제공

• 추진 내용:
- 에너지 산업 관련 지식·업무 소개, 정유사업 직업군, 공장시설 견학
- 고용노동부 미래직업기업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

희망키움 야구교실

지속가능한 환경사업

사업장 인근의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연대의식을 제고하고, 지역 융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 생명의 숲 환경보호 활동

인천 1사 1산 1천 환경정화 활동

• 활동기간: 2005년~

• 활동기간: 2006년~

• 협력기관: 울산 생명의 숲

• 추진 내용:
- 심곡천, 원적산 일대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수거 활동

• 추진 내용:
- 울산 대왕암 공원 소나무 살리기 활동
- 다전생태공원 차나무심기 활동
-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제거(울산대공원, 태화강변, 동천강변)
- 무궁화 나무 가꾸기
- 노거수 가꾸고 돌보기

인천 사업장 인근 환경정화 활동

• 활동기간: 2006년~

• 추진 내용:
- 사업장 인근 주민 자상단체와 함께 마을길, 골목길의 쓰레기 수거
- 2017년 총 5회 활동(주민 100명, 구성원 21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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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2017년~

• 협력기관: SK와이번즈

• 대상: 인천광역시 초·중학교 특수학급학생(2017년 90명 참여)

• 추진 내용:
- SK와이번즈와 함께 발달장애아동들의 신체발달 및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야구교실 운영
- 2018년에는 인천 연고 축구단(인천유나이티드 FC), 농구단(신한은행 에스버드) 등 프로구단이
참여하여 ‘희망키움 스포츠교실’로 확대 운영

환경 생태 숲 체험교실

• 활동기간: 2017년~

• 협력기관: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천상공회의소
• 대상: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발달장애아동(2017년 163명 참여)

• 추진 내용:
- 발달장애아동의 신체발달 및 감성계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연체험교실 운영
- 2018년에는 발달장애아동 맞춤형 계절별 숲 체험교실(무지개 숲 학교)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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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Safety·Health·Environment) 관리

SHE(Safety·Health·Environment) 관리
SK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사고 최소화, 오염물질 최소화 등 전통적

— SHE 경영관리시스템

— 화학물질 관리 체계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성장·발전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을 적용하고

석하여 이를 포괄하는 13개 운영요소를 정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책 강구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화학사

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화학물

개념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선진기업들의 안전경영 필수 관리요소를 분

있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SHE 경영의 지향점으

운영시스템을 회사의 규정과 하위 절차에 반영하였습니다.

로, 회사는 법규 수준 이상의 SHE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동종

또한, CEO 리더십을 토대로 시스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업체 및 산업계의 롤모델로 거듭나 글로벌 일류 기업의 위상을 갖

을 전개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주

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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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관리 대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

고 대응, 피해구제 등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하여 화학물질 감

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외부에서 화학물질 원료를 도입

독 수준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한 후 새로운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운송 및 판매하는 모든 과정

사용현황 파악 및 자료 취합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도입부터 제조, 보

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 운송, 판매,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노력

있습니다.

이 필요합니다.

SHE Management System Framework

Drive

SHE
경영관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정·설비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학물질
관리

SHE
사고관리

비상대응
관리

변경관리

협력회사
SHE 관리

SHE
교육훈련

SHE
법규관리

SHE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 화학물질 구입

2. 화학제품 제조

3. 운송 및 판매

- 위험성 평가·안전성 확인 개선
- 법적 사항 조치

- 공정·설비 안전관리
- 화학물질 Inventory
- MSDS 작성·교육

- 법적 기준 검토·확인
- MSDS 제공

화학물질 구입 |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해당 물질

화학제품 제조 | 제품 제조 시 화학물질이 외부에

운송 및 판매 |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

설비를 밀폐상태로 설계하여 운전·관리하고 있습

는 국내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해외 수출 시 유럽

이행성 확보

SHE
감사관리

지속 개선

Feedback

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

유출되지 않도록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부분의

고 있습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

니다. 특히, 설비 간 연결 부위나 조작 부위에서 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확보가 가능한지 필히 검토하

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활용하여 유해·위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물질 사용 시 구성원,

협력회사 근로자, 지역사회, 공정시설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조
치하여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습니

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은 구매시스템과 연계된 ‘화
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인허가 등 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SK이노베이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별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의식 제고 활동, 작업복 개선 등 산업

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사업장 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 동수로 구성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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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를 도입부서에 제공하
여 법규준수를 위한 필수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될 수 있는 소량의 누출까지 철저히 차단하기 위

하여 공장에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사용·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MSDS

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 수행 전에 구

성원이나 협력회사 근로자가 MSDS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함은 물론 작업 현장에 MSDS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 등 국제협약
또한 충족하여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사외
로 운송·판매하기 전에 해당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
인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는 프로세스
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를 항시 비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당 물질의 안전보건 정보를 정확히

를 구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제조량, 각각의 물질

해관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

아울러, 회사 내에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Inventory
들의 성상 등 물질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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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할 수 있도록 MSDS를 직접 제공함은 물론, 이
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MSD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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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활동

— 기후변화 대응

— 사업장 환경영향 저감

수질오염물질 관리

SK이노베이션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화재폭발, 독성가스 누

한 지침’에 의거해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SK이노베이션 용수의 주요 취수원은 대청댐, 대암댐, 아산만을 포

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상에서 발

비상대응체계 운영

SK이노베이션은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
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출, 자연재해 등의 비상상황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

OIS(Operation Information System)에 통합되어 재개발 진행

생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해 사내 비상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중이며,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 최적화

공정별 특성에 따른 안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등 초동 대응을 통한

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Complex에서는 사업장 총괄 및 공장장의 주도하에 비상

에너지 사용

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중심으로 기술지원, 연락, 행정지원, 재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울산사업장, 인천사업장 등 주요 에너지 다

무지원, 현장지원, 현장대응, 소방 방재대, 인력통제대를 포함한 비

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통해 2025년 BAU 대비 약

상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조직은 1급부터 5급으

로 구분되며, 규모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사 단위 비상대응훈련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장

CEO를 포함한 전 경영층이 비상상황 시 기능조직별 역할과 위기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인천사업장을 포함

응 프로세스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한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및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에

시 즉각적인 위기대응 활동 실천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며, 해외 사업장 및 공급망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
년 SK이노베이션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2,903,207tCO2eq입니

전사 Safety Talk 도입

다. 2015년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

SK이노베이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며 안

리 중에 있습니다.

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전사 Safety Talk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모든 정례 회의 시작 전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은 국가 NDCs(Nationality Determined Con-

Safety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안

tributions)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5년

전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에는 BAU 대비 7.8%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2차 할당 계획
이 확정되는 2018년에는 국가 목표와 연계한 감축 목표를 수정할 예

구성원 건강 관리

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구성원이 보다 건강한

컨디션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
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Complex에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가 완료된 물 중 일부는 소

방용수 및 조경수로 재활용하는 등 폐수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현황
사업장

SK종합화학(울산)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범위는 울산 Complex(SK에너지,

며, 방류수 배출농도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53,071,840m3입니다.

를 사용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가이드라인을 기반

습니다. 정기적·반복적인 비상대응훈련 실시로 구성원뿐만 아니라

생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는 흡착탑을 거쳐 최종 방류되

도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2017년 총 취수량은

SK에너지(울산)

온실가스 배출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비상대응훈련을 전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

SK이노베이션은 수질 원격 감시체계 관제시스템을 적용한 고효율 생

함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은 본사 및 국내 주요 사업장의 수

7.8%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2017
년에는 에너지 사용 목표 대비 약 0.5% 절감된 총 52,763,776MWh

합동 비상대응훈련 실시

수자원 관리

SK인천석유화학(인천)

폐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울산 Complex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 고도처리

공공수역(동해)

PE·PP 폐수처리장

물리화학적

용암폐수처리장

No.2 FCC 폐수처리장
EPDM 폐수처리장

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생물학적

생물학적 + 고도처리

배출지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용암폐수처리장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문제와 관련

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수탁 능력이 검증된 처리 전

SK이노베이션은 사업장과 인근 지역사회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

SK이노베이션은 자체 개발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

된 민원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소각·매립하고 있으며, 전체 발생된 폐기물
약 10만 톤 중 60%는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또한 사업장 내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1))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는 폐수처리장에서 수거한 폐유의 일부는 매각 재활용 처리하고, 원유

위해 펌프, 플랜지, 밸브 등 비산 배출시설에 LDAR2) 시스템을 적용하

탱크로 재투입하여 폐유의 발생량 및 비용을 저감하였습니다.

여 매년 1회 이상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더불어 TMS3)를 통해 가열로, 보일러 등 사업장 내 주요 배출시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대비하여 폐기물발생을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미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연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가능성을 엄격히 근절하고 있습니다.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 약 2만 5천 톤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적극 검
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재활용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폐기물 저감 활동을 활발히 추

주1) Hazardous Air Pollutants
주2) Leak Detection and Repair
주3) TMS(Telemete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벤젠 저감 활동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 여천동의 벤젠 농도 측정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 환경기준 5㎍/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내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건강관리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건강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16개 사업장이 함께 발족한 ‘울산 남구지역 벤젠 대기질 개선 협의회’에 참여해 벤젠 대기배출
저감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7년 울산 여천동 측정소 환경기준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체중관리 및 적정 운동 지도, 성인병 예방 건강교육 실시 및 건강체

또한, 지속적인 배출저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2018년 2월 환경부 장관 입회하에 낙동강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벤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을 추가 체결하고, 환경경영개선 TF를 구성하여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한 시설개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험 홍보관 운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2,822명의
구성원이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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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Spill 예방을 위한 노력
해양 환경오염 예방

토양환경 관리

과 절차를 작성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해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오염된 토양을 자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한 건의 해양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표준

SK이노베이션은 토양오염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토양

상 비상대응 훈련을 통하여 사고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훈련하고

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토양오염도 조사를

있으며, 각 해양시설별(브이, 돌핀, 원유탱크, 석유제품탱크), 교대조

의뢰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오염된 곳이 발견될 경우

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임하여 야간 근무 시에도 사고가 발생하

appendix

에는 즉시 전문 정화업체를 통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방제기자재 구매 현황

2,000

800

(단위: ℓ)

(단위: kg)

유출유 처리제

유출유 흡착제

오일펜스 전장 현황

위험예지 훈련 및 안전회의

비상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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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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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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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방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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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펜스 외곽 방제작업

102
103

오일펜스 내 유회수기 투하 방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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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GRI Index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제 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주요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히스토리
보고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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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산업 내 주요 보고이슈 및 기업 내 경영현안 등에
대한 대내외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핵심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Step 1. 이슈풀 도출
·동종산업 보고이슈: DJSI World 선진기업 총 6개 사 대상

·국제 표준 분석: GRI Standards, DJSI, ISO26000, UNGC, SASB
·전문가 평가: 지속가능경영 분야 전문가 23명 참여

임직원 설문

·지속가능경영 주요 현안: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 중점 이슈 및 주요 추진 방향성 반영

중요이슈 보고

High

상생협력 가치 창출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R&D)

본원적 경쟁력 혁신

기업가치 증가

기후변화 대응

구분
중요이슈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산업안전보건

Low

일반이슈

High

Low
사업 연관성(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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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지역사회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이슈(Issue)

배출

경제 성과

임직원 고용 및 역량 강화
이사회 중심의 주주친화적 투명경영 강화

GRI standards 핵심 주제(Topic)
조달 관행

경제 성과

공급망 사회영향 평가
경제 성과

고용, 훈련 및 교육
거버넌스

이사회 검토

내외부
이해관계자 이슈

사업 연관성 검토

·내부자료 검토: CEO 주요 Speech 키워드 및 경영자료 검토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

중요이슈

Evidence of ‘Relevance’

·임직원 설문: SK이노베이션 구성원 175명 참여

지속가능경영 주요 현안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 및 현황,
산업 이슈

이해관계자 관심도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 주주 및 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 언론 등 총 121명 참여

이해관계자 설문 및
전문가 평가

내부자료 검토

Evidence of ‘Impact’

·미디어리서치 분석: 2017.1.1~2017.12.31 간 총 3,216건 대상

국제 표준 분석

Step 3. 중요이슈 선정 및 최종 승인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와
사업 연관성(Relevance)에 대한 중요성 평가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면분석 실시

미디어리서치 분석

내부 환경분석

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결과, 2017년에는 총 35개 이슈 중 3개의 중요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Step 2. 중요성 평가 실시
동종산업 보고이슈

외부 환경분석

다면분석을 통해 파악한 이슈풀 중 이해관계자 관심도(Impact)와 사업 연관성(Relevance)을 고려하여 중요이슈를 도출하고, 이사회의 최종 검토

재무

이해관계자 영향 평가
평판

운영

전략

페이지
36-38, 78p

상생협력 가치 창출

39-41, 65-67p

본원적 경쟁력 혁신

20-25p

32-35, 76-78p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기업가치 증가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R&D)
임직원 고용 및 역량 강화

이사회 중심의 주주친화적 투명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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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p
06-15p
65-67p
24-25p

60-61p

50-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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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ESG 데이터 - 경제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구성원, 주주, 지역사회, 협력회사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별 특성에 알맞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

사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견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니즈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상생경영

구분

의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2016

·엔크린닷컴 운영

·연중 간담회 및 이벤트 실시

·홈페이지(SK이노베이션), 블로그(SK이노베이션),
페이스북(SK이노베이션, SK루브리컨츠) 등

2017

·본원적 경쟁력 강화

·기업가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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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상생협력 가치 창출

·iCON(사내 소통 메신저, Change Facilitator)

·동반성장 정책

2016

·국내외 NDR(Non-Deal Roadshow) 및 컨퍼런스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강화

·공시 등

·불공정거래 방지

·1:1미팅·e-mail·전화 상담

·본원적 경쟁력 강화

2016

·본원적 경쟁력 혁신

2017

·이사회 중심의 주주친화적
투명경영 강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상생협력 가치 창출
2017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 강화

·인근 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위원회 참여 등

·공급망 사회책임 활성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경찰지구대 생활 안전협의회 참여

2016

·협력회사 정기협의회

·동반성장 정책

·협력회사 CEO 간담회
협력회사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
(R&D)

·일과 삶의 균형 유지

·사내방송(gbs) 및 사별 Newsletter

·각종 지역단체 간담회

지역사회

·동반성장 정책

2016

·주주총회, 실적 발표회

주주・투자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강화

·물류·기계·장치검사 정기 간담회 등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기업가치 증가

2017

·상생협력 가치 창출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
(R&D)

·협력회사 소통 및 역량 강화

11,499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영업이익

19,796

계

2%

영업비중

100%

주1) SK인천석유화학 석유·화학 사업 세분화에 따라 2015, 2016 매출비중, 영업이익 데이터를 변경함

경제적 가치의 배분
분야

경제

배분 대상

기업

투자자
구성원

사회

협력회사
지역사회
정부

연구개발비

영업비중

32,283

100%

16,256

50%

12,322

38%

4,683

-2%

15%

-978

배분 내역

1)

2%

영업이익

15%

-451

석유개발 및 기타 사업

6%

9,283

30%

2,947

윤활유 사업

20%

25,358

57%

6,039

화학 사업

72%

76,865

6%

2015

-3%

1,701
4,609

유형자산의 취득2)

4,474

배당금의 지급
구성원 급여

3)

사회공헌 투자

100%

327,712

71%

93,392

20%

30,475
11,030

영업이익

32,344

7%
2%

영업비중

100%

15,020

46%

13,772

43%

5,049

16%

-1,498

-5%

(단위: 억 원)

1,482
6,345
5,965

2017

2,003
9,135
7,456

13,036

84

416

269

9,536
5,193

11,866
6,513

주1) 2017년 사업보고서의 보고내용 기준(데이터 집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5년, 2016년 데이터를 정정함)
주2) 각 년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주석 10-(2)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중 ‘취득’에 해당함
주3) 각 년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주석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중 ‘종업원급여’에 해당함
주4) 2017년 사업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중 연결현금흐름표 기준

CEO 보수
총 CEO 보수1)

구분

2017

CEO·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연봉 평균값

2017년 3월 CEO 교체를 감안하여,
전·현 CEO 재직기간 중의 근로소득 반영

22

-

111,000,000

전 직원의 연봉 평균값 대비 CEO 보수 비율

085

비고

(단위: 원, 배)

2,442,000,000

주1) CEO 변동보수는 당사의 재무적 수익(세전이익, EVA), 상대적 재무 지표(주가 상승분), 외부적 인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084

462,609

매출비중

11,116

4,072

법인세의 납부

4)

2016

매출

2017

11,653
7,436

협력회사 물품 구매액

매출비중

100%

283,699

19%

11,261

석유 사업

395,205

73%

26,188

2016

매출

100%

92,880

윤활유 사업

영업이익1)

매출비중

352,997

화학 사업

2017

·상생협력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인트라넷(tong tong 등)

구성원

483,563

석유 사업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콜 센터 ‘고객행복센터’ 운영

고객

매출

계
매출

2015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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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 - SHE
에너지 사용량4)

에너지 2025년 목표

2025년 BAU 대비

연료

전기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2025년 BAU 대비
2015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1)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2)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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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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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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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재생에너지 판매량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총계

50,749,501

1,049,949

2016

49,200,966

992,839

2017

51,675,143
1,088,633

51,799,450

50,193,805

52,763,776

827,383

900,466

294,416

38,775,641

38,124,951

39,430,674

39,603,024

39,025,417

39,725,090

715,626

733,489

794,217

10,085,110

9,920,453

10,335,068

10,800,736

10,653,943

11,129,285

-

-

-

7,408,675

6,975,123

7,548,986

7,408,675

6,975,123

7,548,986

493,060

641,116

-

5,519,925
6,012,985

5,819,561
6,460,678

5,639,585

2,254,674

1,789,042

2,198,689

총계

2,301,727

1,832,374

2,245,871

총 에너지 소비 비용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

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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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총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산정함(연료·전기·스팀 구매량 - 비재생에너지 판매량)
주4) 데이터 집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5년, 2016년 데이터를 정정함

43,332

7.8 % 감축

구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총 직접 배출량3)
(Scope1)
총 간접 배출량
(Scope2)

2015

12,550,646

12,708,356

총계

13,033,976

12,843,831

12,903,207

291,274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합계(서산, 증평, 청주, 대덕, 물류)2)

10,386,56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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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9,195

총계

2,356,141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1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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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4,781

총계

용수

47,181

구분

지하수(담수) 사용량
우수 사용량

10,358,002
164,675

10,522,677
2,192,644
128,510

2,321,154

194,851

10,460,652
55,255

10,515,907
2,247,704
139,596

2,387,301

(단위: m3)

57,850,483 m

3

2015

2016

2017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49,867,406

51,534,293

52,000,420

총계

50,782,054

52,475,816

53,071,840

904,883

926,839

1)

914,648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2)

49,867,406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총계

1,063,262

8,969

13,768

7,658

8,969

총계

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796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087

52,000,420
53,063,68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총계

51,534,293

1,071,420

52,461,132

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941,523

50,7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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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과거 데이터 집계 오류로 2015년, 2016년 수치를 정정함
주4) 과거 데이터 집계 오류로 2015년, 2016년 수치를 정정함

086

293,185

총 취수량 2020년 목표

2020년

도시 상수도 사용량4)

2017

12,7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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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배출권거래제지침에 따라 반영함

총 취수량3)

2016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1)

5,639,585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합계(인천·울산)

(단위: tCO2eq)

온실가스 2025년 목표

7.8 % 감축

구분

총 에너지 소비량3)

(단위: MWh, 백만 원)

796

0

13,768

0

916
916

0

7,658

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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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총 폐기물 발생량
처리 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자가처리량(매립)
위탁처리량
(소각·매립)
위탁처리량(재활용)
재활용 비율
유형별 폐기물 배출량

재활용 비율 2020년 목표

111,666 metric tonnes

구분

일반폐기물4)

(단위: metric tonnes - 건조 기준)

총 폐기물 2020년 목표

2020년

지정폐기물3)

Overview · Business Review · Sustainability Material Issues · Sustainability Performance Review · Appendix

2020년

구분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1)

69.0 %

2015

84,661
13,54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2)

NOx 배출량3)

2016

96,021
15,193

2017

97,992
14,010

98,208

111,214

112,002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0

0

0

총계

0

0

0

총계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0

0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31,058

38,233

39,563

총계

32,925

39,593

42,15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11,680

13,833

11,423

1,86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53,603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65,284

총계

63.3%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86.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66.5%

총계

1,361

57,788
71,621

60.2%
91.0%
64.4%

2,587

58,429
59.6%
81.7%
62.4%

33,338

29,835

38,818

총계

44,383

42,360

50,224

11,045
51,323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2,502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53,825

총계

12,525
66,186
2,668

6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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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지
 정폐기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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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5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1)

2015

2016

8,546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2)

8,188

구분

SOx 배출량3)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1)

2015

2016

3,911

2017

구분

VOC 배출량3)

2015

2016

385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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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비메탄 VOC 기준(Non-methane VOC’s), 고정발생원(Stationary Sources)에서 발생한 모든 VOC 배출 포함

구분

2,605
탄화수소 유출량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1)

2015

2016

0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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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메탄 배출량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1)

2015

1,995
7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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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089

비고

발생량 미미함

비고

발생량 미미함

(단위: metric tonnes)

0

0

0

2016

332

332

2017

발생량 미미함

(단위: metric tonnes)

0

0

0

총계

2017

359

0

3,950
3,950

0

385

총계

359

비고

(단위: metric tonn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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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출장 및 임직원 출퇴근으로 발생한 SOx 배출량 제외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1)

7,908
7,909

0

3,911

총계

4,085

(단위: metric tonnes)

1

8,188

0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2)

구분

088

2017

0

8,546

총계

59,174
61,778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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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연구원(대덕연구단지), 물류센터
주3) 출장 및 임직원 출퇴근으로 발생한 NOx 배출량 제외

69,852

석유·화학·윤활유 사업 부문

연구개발·물류·기타 사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0

비고

발생량 미미함

발생량 미미함

(단위: metric tonnes)

2,024
6

2,030

2017

2,031

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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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 - 사회
산업안전·보건

(단위: 건, 백만 근로시간 당 건수)

근로손실재해율(LTIR) 2020년 목표1)

총 인원
계약별

주1) 구성원, 협력회사를 모두 포함한 통합 목표(백만 근로시간 당 건수)

Fatality 수

구성원

성별

2015

-

2016

-

협력회사

-

-

합계

-

2017

-

-

-

-

구성원
근로손실재해율1)
(LTIR, Lost Time Incident Rate) 협력회사
합계

0.39

0.32

0.16

0.56

0.46

0.57

협력회사

1.27

0.71
0.86

구성원

총 기록 재해율2)
(TRIR, Total Recordable
Incidents Rate)

0.54
0.64
0.68

1.08

합계

구성원 직업성질환 발생률3)
(OIFR, Occupational Illness Frequency Rate)

0.66

-

0.08

구성원 산업재해율(%)4)

주1) 근로손실재해율: 근로손실사고 발생 건수x1,000,000/총 근로시간
주2) 총 기록 재해율: 총 재해 건수x1,000,000/총 근로시간
주3) 구성원 직업성질환 발생률: 직업성질환 발생 건수x1,000,000/총 근로시간
주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고 기준, (재해자 건수/구성원 총 인원 수)x100

0.09

연령별
소수계층

0.40

주1) 고문 제외

1.01

교육 성과

-

0.08

관리직3)

0.92
1.50

0.04

2015

구분

2)

0.32

구분

범주별 근로자의 구성 현황1)

2016

인원수(비율) 인원수(비율)

5,820(100%) 6,045(100%) 6,284(100%)

구분

2015

공정안전 사고율(Tier 1)

0.07

-

2016

0.24
0.03

2017

0.16
0.11

SKGC

2,610(42%) 1,002(16%)

SKIPC

SKTI

278(4%)

602(10%)

121(2%)
3(2.5%)

5,171(88.8%) 5,388(89.1%) 5,579(88.8%) 1,298(77.7%) 2,440(93.5%) 926(92.4%) 242(87.1%) 581(96.5%)

여성

76(1.3%)

130(2.2%)

150(2.4%)

47(2.8%)

64(2.5%)

12(1.2%)

5(1.8%)

19(3.2%)

649(11.2%)

657(10.9%)

705(11.2%)

373(22.3%)

170(6.5%)

76(7.6%)

36(12.9%)

21(3.5%)

4%

172(7.6%)

114(11.2%)

20(2.9%)

18(6.9%)

-

남성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589(10.1%)

522(8.6%)

902(88.8%)

533(8.5%)

139(8.3%)

92(76.0%)
29(24.0%)

679(97.1%) 243(93.1%) 104(93.7%) 100(97.1%)
183(7.0%)

85(8.5%)

7(6.3%)

28(10.1%)

73(88.0%)

3(2.9%)

10(12.0%)

83(13.8%)

15(12.4%)

3,826(65.7%) 3,687(61.0%) 3,702(58.9%) 1,339(80.1%) 1,236(47.4%) 535(53.4%) 159(57.2%) 336(55.8%)
1,405(24.1%) 1,836(30.4%) 2,049(32.6%)
94(1.6%)

장애인

301(5.2%)

국가보훈자

주2) 해외 사업장 현지채용 인원 제외

인당 교육시간

96% 2,101(92.4%)

-

여성

94(1.6%)

193(11.5%) 1,191(45.6%) 382(38.1%)

111(1.8%)

265(4.4%)

34(2.0%)

288(4.6%)

주3) 과장 직급 이상

구분

2014

38(2.3%)

17(1.7%)

151(5.8%)

63(6.3%)

2015

87

남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4

2

총 합계

5

SKI

-

SKE

71

38

27

여

39

48

65

42

10

2

1

노동조합 가입 비율
구분

노동조합·단체교섭 적용 비율

4

65
2

총 합계

SKI

46.54

9.92

091

2017

SKE

61.22

SKGC

-

1

SKL

SKGC

62.74

91

100

-

SKIPC

-

1

3

2

7

4

-

1

2017

(단위: %)

(단위: 명)

2017

65
1

1(0.9%)

100

여
남

-

23(3.8%)

88

100

2016

9(7.4%)

10(1.7%)

12(4.3%)

2016

육아휴직 사용 및 이후 업무 복귀자 수
2015

6(2.1%)

80 시간

100

구분

97(80.2%)

91(32.7%) 183(30.4%)

구성원 인당 교육시간 2020년 목표

55.3

87

데이터 범위

44(1.7%)

(단위: 시간)

2017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

090

SKL

남성

비정규직

임직원 몰입도

비계획가동손실률(UCL, Unplanned Capacity Loss)

1,671(27%)

2017

SKE

5,744(98.7%) 5,915(97.8%) 6,134(97.6%) 1,624(97.2%) 2,546(97.5%) 990(98.8%) 273(98.2%) 583(96.8%) 118(97.5%)

임직원 몰입도

(단위: %, 백만 근로시간 당 건수)

SKI

정규직

구분

공정안전

총 합계

(단위: 명)

-

SKTI

-

-

-

2
(단위: %)

SKL

33.88

SKIPC

74.63

SK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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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활동 횟수

SK에너지

활동 시간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합계

598
73

1

48,029.5

13,438

246

7

393.0

81

5,865

구분

2017

현금 기부금
현물 기부금

69

주1) 지역사회 투자(Community Investment) 금액은 70.58%에 해당함

사회공헌 활동 비용

75.0 %

25,9071)

구분

2015

주요 기부처 현황

지원기관

2016

8,431

지원기관

프로그램

2017

대한핸드볼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독거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UNGC 연회비 납부

Prosynergy

페루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인재육성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웃돕기 성금 기부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울산지역 수해 복구 지원

하트하트재단

잃어버린 가족찾기 캠페인

재해구호협회

학술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

구분

신규 등록 협력회사 수

국토교통부

경제, 사회, 안전·환경 평가 협력회사 수

2015

304
304
100

결식아동지원,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고령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동
건설 및 운영사업
그룹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 증진 및 사회성 향상
포항지진 피해자 및 가족 구호

(단위: 개 사, %)

2016

335
335
100

2017

협력회사 평가시행 비율 2020년 목표1)

384

100 %

384

100

유지

주1) 전체 협력회사(Tier 1) 및 핵심 Non-Tier 1 협력회사 포함

092

26,977

프로그램

올림픽게임 훈련 및 지도자,
선수 역량강화 지원

행복나눔재단

64

2,936

177

24

8

57

△483,999

△18,499

4

636,889

50,867

인도네시아
일본

251,607
50,007

세전 이익

2017

3,220,824

명목 세액

701,945

1,075,722

손익계산서

명목 세율

28.97

33.4

31.2

실질 세액

519,268

651,275

현금흐름표

실질 세율

21.43

20.2

20.8

참여 협회 및 단체 출연 현황1)
출연금 합계

연간 출연금 합계

2013

885,634,000

6,513

△98

149

구분

일시적 차이
- 종속회사 평가익 반영
- 국내 세율 인상(24.2% → 27.5%)
영구적 차이
- 종속회사 손상 미인식

세액공제 및 감면 차이
- 세액공제 및 감면·미공제 외국납부세액
기타 차이
- 잠정·확정 차이

761,240,000

2015

510,297,000

6,513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한국위험물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연구원

2013

70,000,000

출연금

2014

0

20,000,000

20,000,000

7,400,000

7,400,000

14,000,000
752,758,000

14,000,000
698,364,000

093

2015

50,000,000
20,000,000
14,000,000
7,400,000

398,421,000

2017

424,447

129,999

159,153

-

150,069

50,892

35,812

35,705

56,482

△33,919

22,931

2016

376,944,000

주1) 대한민국 정치자금법 및 SK이노베이션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자산, 예산 등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주요 출연 단체명

(단위: 백만 원)

182,677

귀속시기 차이
- 법인세 납부 시기: 익년 3~5월

2014

44

△25

2016

명목 세액 vs 실질 세액

-

6,345

32,344

(단위: 백만 원, %)

2,423,379

32,344

△18,522

462,610

평균(비고)

-

97

△475,893

2016

4

23

4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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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576

기타

40

△108

14,953

아시아

구분

174

6,015

중국

합계

(단위: 백만 원)

41,606

△295

39,061

유럽

4

227,704

영국

지역별

6,345

△29

한국

지역사회 투자 비율 2020년 목표

8

4,505

합계

법인세 납부

50,867

△23

싱가포르

기타(연결조정)

4,405

(단위: 억 원)

8,105

스페인
국가별

영업이익

636,889

미국

(단위: 백만 원)

구성원 봉사시간 환산금

사전평가 비율

매출액

네덜란드

5,666

68

지역

한국

러시아

사회공헌 활동

협력회사 평가

1,436

3

5,965.5

1,751

구분

926

7

1,452.5

381

법인세 납부 현황1)

2,387

31

5,082.5

1,419

참여인원

19

20,791.5

6,366

SK종합화학

봉사팀 수

14,344.5

3,440

(단위: 건, 시간, 개, 명)

2016

50,000,000
20,000,000
14,000,000
7,400,000

268,068,000

2017

(단위: 원)

104,876,000

2017

50,000,000
20,000,000
14,000,000
7,4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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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Classification

Disclosure
102-1

조직 명칭

102-3

본사의 위치

102-2
102-4
102-5
조직 프로필

102-6
102-7
102-8
102-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전략
윤리성 및 청렴성

102-15
102-16
102-17
102-18
102-19
102-20
102-22
102-23
102-24

거버넌스

102-25
102-26
102-27
102-28
102-31
102-32
102-33
102-35
102-36
102-40

이해관계자 참여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보고서 관행

102-49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Classification
경제성과
간접경제효과

Indicators

Disclosure

Universal Standards(GRI 100)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3

사업 지역

23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03

시장 영역

18-19

조직의 규모

85, 91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91, 사업보고서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중요한 변화 없음

조직의 공급망

93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54-55

외부 이니셔티브

42-43, 101

협회 멤버십

10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2-3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54-55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56-57

권한 위임

50-51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56

지배구조

Classification

조달관행
반부패

경쟁저해행위

에너지

용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 책임

53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50-51, 5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배출

50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목표,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51
52
51
52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보상 정책

53
53
52
52

보수 결정 절차

52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9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84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Material Topic 리스트

84
84

82-83

정보의 재기술

103

보고의 변화

중요한 변화 없음

보고 기간

103

가장 최근 보고 일자

103

보고 주기

10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103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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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매출액

구분

2015

매출원가

441,968

매출총이익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
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금용수익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단영업손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

4,937

기타포괄손익(손실)

32,348

9,975

17,214

21,557

8,677

17,214

9,538

17,112

7,019

10,791

0

861

총포괄손익

2,210

24,234

(1,299)

당기순이익

799

16,541
6,566

계속영업당기순이익

3,113

1,027

4,884

계속영업손익법인세비용

20,526

(1,240)

2,259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18,828

20,824

2,570

기타영업외비용

32,344

17,924

25,706

기타영업외수익

21,213

32,283

22,505

금융원가

53,557

17,305

19,796

462,609
409,052

49,588

21,799

영업이익

395,205

2017

345,617

41,595

지분법손익(손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483,563

2016

(단위: 억 원)

(106)

21,451

(102)

(2,670)

18,781

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

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

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요약재무상태표
유동자산

구분

2015

비유동자산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85,177

자산총계

313,598

유동부채

74,940

비유동부채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정희

2018년 3월 2일

096

128,422

68,195

부채총계

143,135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58,897

자본금

4,686

기타불입자본

57,481

연결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총계

175,936
325,813
87,365
55,397

142,763
171,031
4,686

57,481

2017

162,192
180,244
342,436
99,548
49,795

149,343
180,858
4,686

56,297

106,708

120,417

11,566

12,019

12,236

170,463

097

149,877

94,496
2,234

비지배지분

2016

(단위: 억 원)

2,157

183,050

(542)

1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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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의견서
서문

지속가능성 맥락(Sustainability Context)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성보고서 2017’(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 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 내용

정된 이유, SK이노베이션의 접근 전략, 성과측정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17년도 주요 성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독자로 하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GL”)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SK이노베이션”)의

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 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SK이노베이션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SK이노베이션의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영향평가, 중요 이슈로 선

여금 SK이노베이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상에 UN SDGs 달성을 위한 관련 활동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관리하는 Double Bottom Line(DBL)을 경영철학으로 반영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경제적 가치 창
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SV)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7년도 비재무 데이터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데이터에 한정되며,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중요성(Materiality)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주제(Topic)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한 분석, 동종사 벤치마킹, 미디어 분석을 통해 35개의 지속가능경영 이슈풀을 도출한 후,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각 이슈들에 대

• GRI Standards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보고 내용 결정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감사인증위원회(IAASB)가 발행한 ISAE3000을 포함하여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프로토콜
인 VeriSustainTM1)에 따라 제한적 보증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증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으며, SK이노베이션의 본사 및 울산사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
한 우선 순위 평가를 거쳐 총 10개 이슈를 선정하고,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 및 현황, 산업이슈, 내외부 이해관계자 이슈를 고려하여 최종 3개의 중
요 주제(Material Topics)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선정된 중요 주제에 대하여 SK이노베이션의 재무적 측면, 평판 측면, 운영 측면 그리
고 전략 측면에서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요 주제들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완전성(Completeness)

• SK이노베이션 및 보고 범위 내 자회사의 주요 부서 담당자들과의 면담

습니다. 중요 주제에 대한 보고 경계는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산하 자회사(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 평가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DB),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요성 평가 결과 검토

• 울산사업장을 방문하여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환경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테스트 및 담당자 인터뷰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SK이노베이션 및 주요 산하 자회사(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를 제외한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회사 및 제 3자의 성과는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
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홈페이지

(http://www.skinnovation.com)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SK이노베이션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
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
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기간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중요 주제에 대해 회사의 활동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터내셔널)의 서울 소재 본사와 증평, 청주, 서산, 울산, 인천의 생산공장 그리고 대전 소재 기술혁신연구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검증팀은 보고 경
계 내 중요 주제들의 성과들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 품질(균형, 비교가능성, 정확성, 적시성, 명확성 및 신뢰성; Balance, Comparability, Accuracy, Timeliness, Clarity and Reliability)

검증 과정 중 검증팀은 샘플링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DNV GL은 특히 용수사용량, 폐기물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NOx, SOx, VOC, 탄화수소), 산업안전 지표(근로손실재해율, 총기록재해율, 사망자 수, 질병발생률), 공정안전 지표(공정안전사고율) 데이터
의 신뢰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팀은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근거문

서 및 기록 확인을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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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은 신뢰할 수 있는 방
식으로 데이터의 출처와 의미를 설명 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는 식별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였습니다.

는 계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적격성 및 독립성

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합니다.

라이언스 방침을 적용하고,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 시스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

DNV GL은 ISO/IEC 17021:2011(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컴플
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검증 기간 중 DNV GL의 윤리행동강령2)을 준수하였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

결론

검증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중요성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GRI Standards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 부합 방법(‘in accordance’–Core)을 적용한 보고서 작성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GRI Standards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 결정 원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였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심사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DNV GL은 검증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해 공평성을 유지하였으며, 2017년 SK이노베이션 검증 업무에 독
립성이나 공평성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2) DNV GL 홈페이지(www.dnvgl.com)에서 확인 가능

이해관계자 포괄성(Stakeholder Inclusiveness)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구성원,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회사를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전사 차원 혹
은 개별 부서 단위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주요 담당 조직 및 참여 방식은 보고서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안인균 대표이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의 2017년 주요 관심이슈와 관심이슈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1) VeriSustain protocol은 DNV GL 홈페이지(www.dnvgl.com)에서 요청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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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주요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SK이노베이션은 경제·사회·환경 각 분야별 협회 및 단체에 참여하여 대외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실행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한국경제연구원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환경보전협회

에너지미래포럼

한국환경정책학회

WPC(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유안전환경위원회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직접배출(Scope1) 및 간접배출(Scope2)에 대하여 합리적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지침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10대 원칙

본 검증은 다음의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UNGC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UNGC의 이념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적극 지지하며,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각 10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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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SK이노베이션(주)

SCOPE 1

52,454

SK에너지(주)

6,599,700

SK인천석유화학(주)

1,248,580

SK종합화학(주)

SK루브리컨츠(주)

2,503,822
111,352

SCOPE 2

133,557

총량

186,008

7,530,132

463,954

1,712,534

106,527

※ 참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사업장별 배출량 합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수점 단위 이하는 절사함.)

(단위: tonCO2eq)

930,442
752,362

3,256,182
217,878

인권

노동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인간 위주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상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선
발하며, 구성원의 자질·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여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
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개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3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원칙2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한다.

원칙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고용과 업무상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8

SK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법규보다 엄격한 자
체 환경기준을 수립·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폐수 및 오
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 개
발, 미래 에너지 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큰 환경적 책임을 지는 데 앞장선다.

원칙9
반부패

SK이노베이션의 정책 및 활동

원칙1

원칙6
환경

구분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한다.
부당이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칙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7 ESG평가
통합등급
B+

100

사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7 온실가스 배출량

UN Global Compact

한국위험물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검증 범위

SHE

지배구조

그룹 고유의 경영시스템인 SKMS를 토대로 구성원 윤리규범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윤리 상담실 운영, 온라인 제
보 채널 활용 등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A

B

101

사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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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히스토리

보고서 정보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 활발히 소통하기 위하여 2005년 이후 매년 지속
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

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경영활동상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an-

dards(Core Option) 작성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산업 특성에 적합한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Cover Story

자 Oil & Gas Sector disclosure 및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
업 표준을 고려하여 보고 이슈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을 이어가는 SK이노베이션은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본 표지는 SK이노베이션의 가치철학이
확산되어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UNGC 10대 원칙과 UN SDGs 등의 지표를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17년 회계연도(2017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
의 적시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부 2018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의
연속적인 추세 파악을 돕기 위하여 일부 지표의 경우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2010's

본 보고서의 재무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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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산공장 그리고 대전 소재 기술혁신연구원, 해외법인의 주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고 있

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 본사 및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매출의 99% 범위를 포괄합니다
2014

2015

2016

(단, SK모바일에너지, SK배터리시스템즈는 범위에서 제외함). 일부 환경 정량 성과의 경우 해
외 법인을 제외한 국내 주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별도 표기를 통해

2017

상세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신뢰성

본 보고서는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발간됩니다. 또
한 독립적인 외부 검증기관인 DNV GL로부터 ISAE3000, Limited Level of Assurance 검증을
2010

2011

2012

거치고 있으며, 특정 성과정보에 대해서는 Reliability 평가를 실시하여 보고 데이터의 신뢰성
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3

지속가능경영 주요 담당부서

2000's

2005

감사실, 구매팀, 사회공헌팀, 안전·보건기획팀, HR전략팀, 이사회사무국,
지속경영기획팀, 환경기획팀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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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산림관리협의회(FSCⓇ :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재료와 기타 관리된 재료로 만들어진 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