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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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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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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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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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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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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 주요 담당부서

감사실, 구매팀, 사회공헌팀, 안전·보건기획팀, HR전략팀, 이사회사무국,
지속경영기획팀, 환경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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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산림관리협의회(FSCⓇ :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재료와 기타 관리된 재료로 만들어진 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