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7

Overview · Business Review · Core Sustainability Performance · Sustainability Performance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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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화학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적인 성장 Potential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유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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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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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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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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