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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노재석

안녕하십니까, 이해관계자 여러분

항상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를 이행 중이며, 모든 사업활동에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회사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왔으며, 우리 비

즈니스의 친환경 성과를 여러분께 인정받고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성공적인 IPO를 바탕으로 Global Top tier 소재 기업으로서 친환경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성과와 ESG

경영 실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IT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더 안전한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금,

바로 우리가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Carbon Net Zero 로드맵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지속

적으로 감축하는 그린경영의 실천과 동시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구축과 사업의 다변화를 바탕으로 Market

Leadership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활동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사랑받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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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주요 제품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사를 주

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04년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LiBS 개발에 성공한 이래, 화학 소재 산

업에서의 전문성을 오랜 기간 축적해왔습니다. 2019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독립회사로서의 성장 기반

을 구축한 데 이어, 2021년 배터리 분리막 시장 내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높은 기대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최고 품질의 LiBS를 생산하는 글로벌 Top-Tier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서, Tier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EV와 IT 기기 배터리용 분리막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폴더블(Foldable)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Flexible Cover Window) 및

차세대 소재를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Tier1 습식 분리막 시장: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완성차 업체의 EV 내 배터리에 공급되는 고품질 분리막 제품 시장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주요 제품



Case. 분리막의 내구성을 높이는 기술: CCS (Ceramic Coated Separator)

CCS는 미세한 세라믹층을 분리막 위에 도포하는 기술로, 분리막의 내구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대용량 배터리의 발열에 분리막이 변형되거나 수축하는 현상을 방지해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 창저우 제2공장의 설립과 더불어 폴란드 내 유럽 최초의 LiBS 생산공장이 완공됨으로써, 연간 13.6m 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유럽 최대 규모의 분리막 생산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핵심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글로벌 사업장 및 LiBS 생산능력 현황

CCS 구조 및 특징

2



서울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증평 증평공장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82-41

청주 청주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5번길 50

중국 SK hi-tech battery materials Co., Ltd. 17, Fuxing south Rd, jintan district, Changzhou city, Jiangsu, CHINA

폴란드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Ul, Chorzowska 150, 40-101 Katowice, POLAND

글로벌 LiBS 생산능력

소재지 사업장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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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출

SK Double Bottom Line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Double Bottom Line(DBL) 경영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가

치란 기업 경제활동의 최종 재무적 성과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가치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DBL

관점의 경영이란 회사가 이루어 낸 경제적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환경·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K Double Bottom Line 체계

경제적 가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모회사로부터 소재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매

출액은 약 6,038억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매출액 263,037 469,309 603,767

영업이익 80,556 125,219 89,176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경제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거버넌스 성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측정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 계열

기업은 해마다 연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지표의 경우 비화폐적 성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단위: 억 원)

11,088 2,109 3,918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 사회적 가치 내 경제간접 기여성과를 보고함

환경성과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환경영향의 가치

(단위: 억 원)

-12,588 3,099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 사회적 가치 내 환경성과를 보고함

사회성과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환경영향의 가치

(단위: 억 원)

396 97 421 741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 사회적 가치 내 사회성과를 보고함

구분 20192) 2020 20213)

1)

1)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연결 재무제표 기준1)

2019년: 회사의 설립시기인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적2)

2021년: 폴란드 사업장 매출액 및 연결조정이 추가 반영됨3)

고용 배당 납세

공정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제품/서비스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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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보고

조세 정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국내외 법인이 지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조세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조세 관련 규정 및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략

조세 납부 현황 및 유효세율 보고

세금관할국가별 조세 보고

(단위: 백만 원)

한국 LiBS/FCW 생산 394,855 40,348 -5,378

중국 LiBS 생산 229,738 89,133 22,091

폴란드 LiBS 생산 24,728 -5,068 1,760

구분 주요 비즈니스 활동 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명목세액 및 실질세액 *국내자료

세전이익 천원 130,785,389 40,347,617

명목세액 천원 31,188,064 9,302,123

명목세율* % 23.9 23.1

실질세액 천원 37,692,341 -5,377,748

실질세율 % 28.8 -13.3

*회사의 적용세율인 24.2%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명목세액/실질세액 차이발생 이유 *국내자료

(단위: 천 원)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1,273,066 -4,562,403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5,218,849 63,774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의 변동 - -2,215,748

미환류소득 세액효과 7,516,817 -6,332,478

기타 - 291,742

과거기간 법인세 환급액 등 -4,958,323 -1,924,759

차이 합계 6,504,277 -14,679,872

*2021년의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이 36% 차이나는 이유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11%), 미환류소득 세액감소효과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출연금에 따라 20/21년 미환류소득

상쇄, 약 16%) 등에 기인

세액 및 세율 단위 2020 2021

차이발생 이유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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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업 활동에 대해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내·외부의 주체를 이해관계자로 정의합니다. 이해관계자 그룹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해관계자 채널

고객

• 직접 방문 (수시)

• 고객 초청 프로그램 (수시)

•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상시)

• 고객만족도 조사

• 상생협력 가치 창출

•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

•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 불공정거래 방지

• 협력사 소통 및 역량 강화

구성원

• 인트라넷

• 사내 방송 및 뉴스레터

• iCON (사내 소통 메신저)

• CEO-구성원 대화 및 간담회

• 노사협의회

• Roh's Kitchen (CEO와 구성원 간 오찬 프로그램)

•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 역량개발

• 다양성 기반의 기업 문화

• 일과 삶의 균형 유지

• 일하는 방식의 혁신

주주, 투자자

• 주주총회

• 투자설명회, 실적 발표회

• 1:1미팅, E-mail·전화 상담

•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공시

• 이사회 중심의 주주 친화적 투명경영 강화

•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

• 대내외 리스크 관리 대응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확대

지역사회

• 사업장별 지역단체 간담회

•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

• 인근 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위원회 참여

• 협력사 소통 및 역량 강화

• 기업가치 증가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확대

• 불공정거래 방지

•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이해관계자 채널 주요 관심사



협력사

•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동반성장심의위원회 운영 (수시)

• 협력사 CEO 대상 동반성장 세미나 (연중 2회)

• 구매상담회 참석 (연중 4회)

•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동반성장 펀드 지원

• 상생협력 가치 창출

• 지속성장가능 신기술 확보

• 공유인프라 통한 성장 지원

• 협력사 소통 및 동반성장

정부
• 지자체 협의회

• 정부 간담회

• 동반성장

•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 사업장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채널 주요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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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업을 둘러싼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산업의 최신 트렌드, 정책과 규제

에 대한 분석, 산업 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총 20개의 주제를 포함한 이슈 풀(Pool)을 구성하였습니다. 선정된 이슈 풀은 내부 평가 및 외부 영향력 평

가를 거쳐 교차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슈 풀 구성 주요 이슈 선정 중요성 평가 결과 보고

• 산업 및 시장 관련 Trend 분석

• 정책 및 규제

• 경영 전략 및 성과

• 산업계 선진 사례 수집

•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의 산업 특수

평가 지표 분석 (MSCI, DJSI, SASB,

KCGS 등)

• 이슈 카테고리 중복 제거 및 통합

• 내부 평가 및 외부 영향력 교차 분석

• 지속가능경영 담당 TF 및 전문가

대상 자문 수행

• 중요 이슈의 우선순위화 및 보고

내용 결정

•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관련

투명보고

• 중요주제 중심 보고 여부에 대한

검증

Step1 Step2 Step3 Step4



중요성 평가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개의 주제 중 비즈니스 연관성(Relevance)과 이해관계자 영향(Impact)에 따른 다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핵심 중요주제로 ‘기후변

화 대응’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화학 안전성’과 ‘그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중요주제 관리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본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정부.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화학 안전성

제조 산업은 구성원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부터 취급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영향을

분석하는 제품 책임 공약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는

화학산업으로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관리 현황에 따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그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구매 시 사전 검토를 거쳐 유해물질의 영향을 차단하고,

기존 사용 물질이 유해물질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한 즉각적인 대체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제품별 MSDS를 작성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제 내용 접근방식



그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도움이 되고,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 개발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본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고객, 협력사, 주주 및 투자자, 정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분리막(LiBS) 기술의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환경영향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 중심의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항들을 'Stakeholder Account'라고 명명하여

내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경영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제 내용 접근방식



GOVERNANCE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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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중심 경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다양성 원칙을 준수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효율적 경영활동을 지향

합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사내 노재석 남

현)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현)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이사 

전) 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 대표 

전) SK이노베이션 I/E 소재사업부장

소재산업
2019.04.01 

(2025.03)

사외
송의영 

(선임사외이사)
남

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분과 의장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리스크 관리
2020.12.21 

(2023.03)

사외 강율리 여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 변호사 

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전) (사)세계한인법률가회 재무이사

리스크 관리
2020.12.21 

(2023.03)

사외 김태현 여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현) 한국증권학회 이사 

전) 울산과학기술원 경영학부 조교수 

전) 미국 노트데임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회계/재무
2020.12.21 

(2023.03)

사외 안진호 남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현) 이솔(주) 사외이사 

전) 한양대학교 산학헙력단장/연구처장 

전)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본부 나노융합단 단장

소재산업
2022.03.28 

(2025.03)

기타비상무
김준 

(의장)
남

현) SK이노베이션(주) 대표이사/부회장 

현) SK지오센트릭(주) 기타비상무이사 

현) SK온(주) 기타비상무이사 

현) SK루브리컨츠(주) 기타비상무이사 

전) SK에너지(주) 대표이사/사장

기업경영
2022.03.28 

(2025.03)

2022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임원 변동사항 반영

구분 성명 성별 주요 경력 전문분야
최초 선임일 

(임기)



이사회 독립성 및 전문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명문화된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독립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과 정관을 토대로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내이사 및 기타비

상무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상 자격 기준에 부합한 지, 독립성 결격 사유

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전문성과 사회적 지명도는 어떠한지 등 다면적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됩니다.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외이사 비중 

67%

더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경영감독 및 지원 기능을

강화였습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협의체를 주재하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전달합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

을 경우 의장이 선임 사외이사를 겸직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관련 이사회 규정을 공식화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사외이사 협의체 활동에 대해 대

외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전문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회사의 사업영역, 기업 핵심 과제에서 요구되는 필수 역량, 회사 성장 전략과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강화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법률 전문가, 재무 전문가를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사업영역 및 경영전략 등 산

업 특화된 전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경영 역량을 도모합니다.

이사진 전문 분야 

리스크 관리 
기업경영 & 회계/재무 
배터리/소재산업

사외이사 산업 전문성 교육

사업영역 100%
전방산업 Seminar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LiBS 산업 등)

교육 실시 주제 사외이사 참석률 주요 교육 내용

http://www.skietechnology.com/ir/ms1.asp


Case.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 산하 위원회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사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이사회의 리더

십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ESG위원회와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미래 성장전략

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회사 운영 및 ESG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기존의 투명경영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여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검토합니

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과 포괄적인 인사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전략/ESG위원회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강율리(사외, 위원장) 

안진호(사외) 

노재석(사내) 

김준(기타비상무)

· 대표이사 KPI 수립 및 검토 

· 미래 성장 전략 검토 

· 중장기 전략 및 연간 경영계획 검토 

· ESG 추진 계획/활동 검토 

· 내부거래 및 회사외 특수관계인의 거래 검토

ESG 관리체계 강화

2021년 9월 설치된 전략/ESG 위원회는 주요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 여부를 감시하며, 신사업 투자 및 중장기 전략, 회사

경영에 중요한 ESG 관련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KPI 평가를 검토함으로써 전략적 관점에서 대표이사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특정 배경이나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으며, 기업의 가치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감을 얻고 폭넓은 이해관계를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적, 성별, 연령, 배경 등 다양성 요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사 비중 

33% 

(2022) 

2022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위원회 변동사항 반영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 목적 및 주요 활동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김태현(사외, 대표감사위원) 

송의영(사외) 

강율리(사외)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외부감사인 선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 

· 주총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 의견진술 등 

· 컴플라이언스 총괄 

· 반부패, 공정거래 & 리스크 대응

감사위원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된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

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송의영(사외, 위원장) 

김태현(사외) 

안진호(사외) 

김준(기타비상무)

· 대표이사 평가/보상 검토 

· 임원관리규정 제개정 검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검토 

· 이사 보수한도 검토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인사평가보상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기능 통합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2년 3월 28일부로 폐쇄되었으며, 그 기능은 인사평가보상위원회로 통합/이관되었습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사평가보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활동 및 평가

2021년 개최된 총 13회 이사회의 이사진 참석률은 모두 100%를 달성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진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

록 이사회 개최 5일 전, 안건 자료를 이사진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신사업 투자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시 사업활동의 ESG 영향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부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마련된 ESG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 개최 현황

지난 2021년 총 13차례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20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11건의 안건이 보고되었습니다.

13 2021.12.20. CEO 보상 가결 100%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결

2022년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총액 설정 가결

SK hi-tech Battery Materials(Jiangsu) 로열티 수취 및 SK이노베이션㈜와의 배분 가결

SUPEX추구협의회 가입 및 운영비용 분담 가결

상생협력기금 출연 가결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 목적 및 주요 활동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 목적 및 주요 활동

회차 일자 내용 가결여부 참석률



12 2021.12.01. 2022년 조직개편 - 100%

11 2021.11.23.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 가결 100%

10 2021.10.26.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 100%

9 2021.10.01. 2021년 대표이사 KPI 수립 가결 100%

정산합의서 체결 가결

8 2021.09.27. 이사회/위원회 규정 제개정 수정가결 100%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가결

7 2021.07.27. 유럽 LiBS/CCS Phase1 투자 가결 100%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

2021년 준법지원 운영계획 -

6 2021.05.11. 유가증권시장 상장 결과 및 향후 계획 - 100%

2021년 안전보건 경영계획 -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

5 2021.03.3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가결 100%

4 2021.03.26.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100%

유럽 LiBS/CCS Phase 3, 4 투자 가결

3 2021.03.16.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CCO) 선임 가결 100%

2020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실적 및 2021년 운영계획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2 2021.03.04. 제2차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 가결 100%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1 2021.02.05. 제2기(2020년) 재무제표 승인 가결 100%

제2기(2020년)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SK이노베이션㈜와의 차세대 ERP 구축 비용 정산 가결

2021년 경영계획 -

성과평가와 보수 지급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되며, 승인된 보수한도 내 성과평가 및 보상 규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재무성과, 전략과제 이행 수준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ESG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SK아이테크놀로지는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하여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차 일자 내용 가결여부 참석률



ESG를 고려한 성과평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ESG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인사평가보상위원회가

경영진 성과평가를 담당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적 과제 이행을 비롯하여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기물에 대한 정량적 목표 등 ESG 핵심지표 달성 수

준을 경영진의 성과 보상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안전 관련 중대 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서 최대 10%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 감사의 보수 현황

인원수 명 2 3 5

보수총액 백만 원 456 216 672

1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228 72 134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3) 감사위원 포함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노재석 임원 2022.03.28. 보통주 36,487
2025.03.29 

~ 2029.03.28.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소유구조 및 의결권

2021년 12월 31일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는 61.2%의 지분을 소유한 SK이노베이션(주)이며, 이어서 국민연금공단 5.0%, 기타 33.8%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는 71,297,592 주이며, 우선주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1주 1의결권 원칙을 따르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요 주주 지분 소유 현황

SK이노베이션 43,633,432 61.2%

국민연금공단 3,570,302 5.0%

기타 24,093,858 33.8%

총합 71,297,592 100.0%

2021년 12월 31일 기준

1)

구분 단위 사내이사2) 사외이사3) 합계

부여 받은자 관계 부여일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행사기간

구분 주식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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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정책 및 윤리강령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윤리경영을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SKMS(SK Manage System)를 기반

으로 마련된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은 모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양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사 내 건전한 윤리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국내외 법인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협력사나 계약업체 등 사업 파트너에게도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할 것

을 권장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준수와 실천 서약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윤리규범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대내외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회사 내 실질적인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반부패 위반건수 0건, 전 구성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 10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정

량적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지난 2021년 회사는 윤리 위반 사건 조사 대상 0건, 구성원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윤리 제보 프로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실제 업무 시 당면할 수 있는 윤리 관련 이슈와 비윤리 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마련하여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윤리경영 담당 조직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윤리규범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라 상벌·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 현황 및 조사 결과는 경영층에 보고됩니다.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guidelines_kor.pdf


2021년 윤리 제보 및 조치 건수

(단위: 건)

금품/향응수수 0 0 0 0 0

겸업/이해상충 0 0 0 0 0

금전대차 0 0 0 0 0

성희롱 및 직장예절 0 0 0 0 0

기타 1 0 0 0 1

윤리 비연관성 제보 3 0 0 0 3

전체 4 0 0 0 4

제보자 보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제보자의 신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상담 및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신분을 알아내려는 탐문 시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이나 제보했다는 사실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

습니다.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윤리경영/공정거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윤리강령에 기반하여 윤리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 개선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진단 현황

(단위: 건)

윤리강령 위반 현황 0 0 0

윤리 위반 유형 제보 건수
사항별 조치 시행 건수

면직 감봉 정직 기타

1)

2)

기타: 조사 대상이 아닌 윤리 위반 관련 문의.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1)

윤리 비연관성 제보: 윤리 위반 관련이 아닌 단순 문의.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2)

구분 2019 2020 2021



협력사 윤리경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전반의 잠재

적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국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지위 남용, 또는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통해 공급망 내 협력회사로부터 그 어떤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

을 받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공정거래 원칙

공정거래 실천문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방지하고 SK이노베이션(주)를 비롯한 계열사 간 거래 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거래의

합리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한 요건에 맞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에 의해 CP의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이

감독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및 계획은 반기별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CP 운영 현황 전반에 대

해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8대 요소



Case.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이사회로부터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해 회사 내 잠재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준법지원인은 매년 초에 정기적인 준법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점검 방법은 준법지

원인과 각 유관조직이 법적 위험 예방조치, 사내/외 준법 환경 조성,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준법통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밖에도 임직원에게 업

무수행에 대한 법적 위험 자문을 제공하는 일상적 준법지원, 각 부서별 자율적인 준법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도/평가를 하는 임직원 자율점검 지원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윤리교육

윤리경영 실천 교육, 실천서약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 구성원(계약직 및 파견직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 및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진행하여

실천의지를 함양합니다. 윤리경영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2021년 회사의 구성원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은 99%를 달성하였으며, 구성원

의 99.6%가 실천 서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임직원 윤리교육 참여 현황

윤리경영 교육 대상 인원

국내 구성원 명 100 161 201

해외 구성원 명 - 39 153

구성원 합계 명 100 200 354

윤리경영 교육 참여 인원

국내 구성원 명 97 160 201

해외 구성원 명 - 36 148

구성원 합계 명 97 196 349

협력사 명 1,172 2,587 2,621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
구성원 % 97 98 99

협력사 % 16 31 30

윤리경영 설문 참여도
구성원 % 77.9 73.2 63.9

협력사 % 41.9 42.3 41.5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1)

2)

국내 구성원 교육 대상 인원: 교육 시기에 재직 중인 전 구성원 대상1)

해외 구성원 교육 대상 인원: 생산직 등 이메일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교육 가능한 구성원 대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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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적 재산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이 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

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잠재 위험 요소 사전

파악 및 제거,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수탁업체 실태 조사 강화 등의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의 분석, 점검 및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보

보호 인증을 통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회사는 연 1회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및 갱신,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구성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실시와 상시 정보보호 모니터링 활동

을 목표로 수립하였고, 지난 2021년 ISO 27001, ISO 27701, ISMS 인증 획득 및 갱신 완료, 보안 취약점 진단 1회 실시 완료, 정보보호 교육 구성원 254명 참여,

상시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정보보호 법/규제 위반 사례 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산업기밀정보 보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핵심기술 및 인력을 포함한 유무형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산업 기밀보호에 관한 제반 법규

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밀보호 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업장별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정보 특성을 고려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담당 조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표이사 직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지

정하고, 정보보호 담당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중심의 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사업장별 보

안 현황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논의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보안 위험관리 활동을 통한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위험도 평가 기준

재정립, 신규 서비스 런칭에 따른 정보보호 대상 확대, 사내 정보보호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라이프사이클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다루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성원의 업무용 PC에는 물리적/논리적 망 분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관리실태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법률과 규정을 모니터링하여 제품과 서비스가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

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을 준수하기 위해 TF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 주체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 폴란드 사업장에서도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회사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하여 분실·도난·유출·훼손 등의 사건이 발생 시 주관 부서의 관리하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조치합니다. 또한, 사고 종결 후에는 사고의 분석, 평가 및 대비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SK아

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12월 배상보험을 최초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보호 규제 대응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정보보호 규제 대응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생태계 기반 마련

을 위해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O 27001)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규격 인증(ISO 27701)을 취득하여 구성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Case. 정보보호 인증 현황

유효 기간 ‘20.09.19~‘23.09.18 ‘20.09.23~‘22.08.13 ‘20.10.21~‘23.10.20

인증 범위
SK이노베이션 산하 자회사 보안 서비스 및

글로벌 HR, 정보전자소재(FCW/LiBS) BIZ.

SK이노베이션 산하 자회사 보안서비스 및

글로벌 HR
SK이노베이션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인증 효과

• 기업의 정보보호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 윤리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 확보

•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 사이버 침해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보유 인증 ISO 27001: 2013 ISO 27701: 2019 ISMS



사업 기여 영향도

• 대내적: 법적 분쟁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리스크 최소화

• 대외적:  

  1) DJSI 및 ESG 평가 내 기업가치 수준 충족 

  2) 국가 핵심기술을 사용 중인 해외 사업장 점검을 통한 보호 수준 제고 및 정보 유출 방지

정보보안 역량 내재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 및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입사원 보안교육과 정기 보안교육, 기타 수시 보안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의 차원으로 보

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참여 현황

임직원 참여 직원수 명 254

파트너 참여 인원수 명 388

위, 수탁사 참여 업체수 개 33

모니터링 및 실사

시스템 기반 위험 점검 및 실사

정보보호 및 모니터링

안정적인 정보보호 체계 유지를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암호화

및 매체 통제, 화면 워터마크 등 예방 체계와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이상징후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안 취약점

에 대해 상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지된 이상징후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색출 시, 사내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모니터링 절차

정보보호 모니터링 주요활동 및 성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ISMS/ISO 27001 인증 갱신, ISO 27701 신규 획득,

정보보호공시제 이행

•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절차 개정 등 규정 제/개정

보유 인증 ISO 27001: 2013 ISO 27701: 2019 ISMS

구분 단위 2021

구분 내용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보안 진단 취약점 진단 (연 1회)
• 시스템 취약점 진단 (서버, 웹,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DB) 수행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그룹 보안 진단

개인정보 모니터링 개인정보 모니터링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대외 공개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PC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시스템 운영

(상시)

• 내부 융합 관제 센터 운영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인식제고

활동
교육 및 훈련 수행 (연 1회)

•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시행 완료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시행 완료

• 악성메일(피싱) 모의훈련 시행 완료

•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실시

재해복구 대응 훈련 재해복구 시스템 및 절차 정확성 검증 • 재해 복구 대응 훈련 실시

관리 실태 점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연

1회)

• 주요 시스템 대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을

강화

• 자회사 및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실시

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사례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위반 사건 발생 건수 건 0 0 0

고객 개인정보 관련 위반 사건 발생 건수 건 0 0 0

데이터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수 명 0 0 0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위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총 벌금/과징금/범칙금 등의 액수
원 0 0 0

구분 내용 2021년 주요 활동 및 성과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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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조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률 및 재무 리스크 전문가를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CFO가 기업 리스크 관리 담당인

CRO(Chief Risk Officer)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잠재 리스크 및 사업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MPRS(Marketing, Production, Research, Staff)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MPRS 협의체는 현업 실무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조직입니다. 협의체의 정기적인 운영(월 1회)을 통해

핵심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CEO 직속의 Risk 점검 조직(전략기획)에서도 회사의 Risk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MPRS협의체와 공

유하고 CEO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협의체 조직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리스크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핵심 성과지표(KPI) 상 주요

리스크 관리 여부와 관리 수준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리스크 관리를 보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재 리스크의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사업 리스크를 검토하고,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핵심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현재 회사가 식별

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 리스크 1: 글로벌 경기 변동성에 관계된 위험 & 산업의 성장성과 관계된 위험

내용 

회사의 주요 제품인 분리막은 주로 EV용 배터리, 휴대용 IT기기 및 전동공구용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분리막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정부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리막이 채택되는 제품 또는 그 전방 시장의 수요 증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회사 제품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하락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LiBS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친환경 소재 솔루션 기업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기술 및 제품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LiBS 등과

같은 자원 재활용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사업 다변화를 구체화합니다.

잠재 리스크 2: 코로나19

내용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한 이래로 COVID-19 감염 확산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마다 큰 폭으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도입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외부

환경과 급격히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잠재 리스크 3: 경쟁 위험

내용 

회사의 주요 제품은 배터리 소재인 분리막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회사가 경쟁사 대비 경쟁 열위에 있는 경우 시장의 수요 변화에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품 개선, 마케팅 및 유통 등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높은 경쟁 강도는 업계

내 추가적인 합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경쟁사는 보다 확고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며 시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과도한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

프로세스나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높입니다.



잠재 리스크 4: 생산 능력 확대 관련 위험

내용 

회사의 장기적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확대가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획한 바와 같이 설비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능력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급증하고 있는 시장 수요에 발맞춰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국 및 폴란드 사업장의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생산 능력을 2025년 연간 40억㎡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잠재 리스크 5: 원자재 및 장비 수급 관련 위험

내용 

주요 제품인 분리막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폴리에틸렌 수지와 오일을 적시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COVID-19 등과

같은 무역 제한을 유발하는 문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자재 및 장비 가격은 해당 품목의 글로벌 수급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사업, 재무 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주요 제품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회사 리스크를 지속해서 평가·모니터링하며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잠재 리스크 6: 주요 제품의 복잡한 생산 공정과 관계된 위험

내용 

주요 제품인 분리막 및 FCW는 복잡한 생산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조상의 문제에 취약합니다. 공정 개선 실패, 자연재해 또는 감염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산 설비 중 일부라도 운영이 중단되어 계획한 생산수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제품 제조가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생산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활동 및 비상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지속성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잠재 리스크 7: 제조 공정 개선과 관계된 위험

내용 

분리막의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이를 고려하여 회사를 비롯한 분리막 제조사들은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한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사가 적시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조공정 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생산 라인당 생산성을 2005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설비와 공정의 혁신과 효율화를 이끌어 내어 획기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핵심 수요에 따른 생산공장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의 지역화 이점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입니다.



잠재 리스크 8: 대체 산업과 관계된 위험

내용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 탑재되어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에서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체 전해질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가

출현하거나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의 대세로 자리잡을 경우 분리막 산업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의 대체 산업이 부상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소재 중심의 연관 비즈니스로 확대하여 성장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잠재 리스크 9: 환경 규제와 관계된 위험

내용 

회사는 화학 부산물 및 폐기물질의 사용, 저장, 배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각국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의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가

기존 또는 향후 변경될 수 있는 환경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액 또는 정화 비용 납부, 벌금 또는 처벌, 생산 중단, 영업 중단

혹은 생산 설비이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 

환경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회사의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산 공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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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전략 및 추진 체계

친환경 경영 Vision

전기 자동차는 지구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우리 회사의 성장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성장이 곧 전세계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경영

사업모델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품의 친환경성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생산과정까지도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을 추구합니다. SK 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업활동 전과정에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Zero WALS 2030*을 통해 우리의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도 친환경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시설의 운영에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까지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용수, 폐기물, 화학물질,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 정책과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SHE 관

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교육하고 작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Zero WALS 2030 : Zero Waste of Air & Liquid & Solid



생산 과정 친환경 공정

환경 투자액

(단위: 억 원)

환경 투자 총액 75.0 65.5 218.0

환경 정책

구분 2019 2020 2021

생산 활동, 사업 시설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자, 계약업체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생산 활동 및 사업 시설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을

핵심과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오염물질 최소화를 통해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생산 활동과 사업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

며, 환경 경영의 목표 수립부터 계획, 실행,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공사ㆍ용역 공급업체 계약 시 SHE평가를 실시하

고 있으며 적격공급업체 등록기준표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SHE경영 및 체계, 안전ㆍ보건ㆍ환경 교육, SHE규정 및

절차, 사고관리 및 비상대응, 안전ㆍ보건 활동, 법규 준수, 산업재해건수

등이 포함되며, SHE문제로 인해 거래정지 1년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

는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 SHE평가를 재실시하여 적격공급업체 여부를

재판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환경 영향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할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화

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등을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1톤 이상

제조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GHS 기준에 따라 MSDS 및 경

고표지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사용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시설의 운영에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

물, 토양, 해양환경,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 업무 기준을 수립ㆍ운영하고 있

으며, 협력회사의 SHE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ㆍ교육하

고 작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발

생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관,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관리기

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모든 팀은 전년도 폐기물처리

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예상발생량 및 감량화 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자체

적으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에

따라 보관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외주업체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보수 작업 기간 중 안전·환경·보건 사항은 작업 관련 의사결정시 작업

기간이나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사

업장 SHE 경영주관부서는 안전하게 정기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현장감독자 및 협력회사에 교육하

고 작업 시 주기적으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경영범위 외 사업장, 제3자 생산업체, 조인트 벤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ㆍ대형 Project 수행 시 EPC 단계에 필요한

SHE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Project 착수단계에서는 SHE

검토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Project 규모에 따라 SHE담당자를

선임하여 Project SHE Plan과 SHE 교육 Program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Project 실행단계에서는 협력회사와 함께 SHE회의, 위험성평가, 작업허

가, 환경관리 등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Project 종료 시에는 협력회사 SHE 평가표를 작성하여 투자사업 집행 마

감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새로운 투자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이슈 및 규

제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SHE Risk 수준에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 참여도에 따른 당업 특성에 따른 Risk 발생 가능성을 고려

하여 SHE Risk분하고 있으며, 각 수준에 따라 잠재적 Risk를 진단한 후축

하고 SHE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사, 인수 및 합병 환경감사 체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인수 및 합병 추진 시 SHE Due-diligence를 실시

하여 안전ㆍ보건ㆍ환경 측면의 법규 등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잠재적

Risk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 후 확인되지 않은 SHE Risk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비용을 기업 가치 산정 결과 혹은 계약 조건에 반영하

고 있습니다. SHE Due-diligence의 형태는 진행 순서 별로 Feasibility

Study, Pre-DD 및 Full-DD 3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사 SHE 경영부서 주관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

으로 1~3년 주기로 정기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의 환경관리 규정과 각 사업장의 분야별 업무절차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

검 및 개선하고, 내·외부 환경 점검 시 법적 이슈사항과 법규 제·개정 사항

에 대한 사업장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14001 환경경

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들은 매년 내부심사를 통해 자체 법규준수

평가 및 인증 규격에 따른 현장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인증기관의 사

후관리심사를 통해 시스템 운영 적합성을 확인 받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도입하여 법규 이상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Global 시장의 환경관리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 국제 친환경 경영기준을 바탕으로 전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

국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국내 사업장 및 본사에도 인증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향후 2023년까지 전 사업장에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ISO 14001 인증현황
(단위: %)

취득현황* 25 75 100

인증사업장 중국 국내, 중국 국내, 중국, 폴란드

*취득현황: 전체 사업장 대비 EMS 인증 받은 사업장의 비율로 계산

구분 2021 2022 목표 2023 목표

환경교육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규제 대응 및 이해관계자의 니

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환경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선

정된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환경교육을 이수하여 환경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내부심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매년 ISO 14001 국제 기준에 따른 내부 심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유효성 검증을 받고 있습

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까다로운 인증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

으며, 단순히 인증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인증기준보다 더 엄격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ISO 14001 인증서

중국공장 인증서(2024년 6월까지 유효)



환경경영위원회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환경경영위원회(임원/PL SHE 회의)는 환경 이슈에 대한 운영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입니다. 환경경영위원회는 월 1

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환경관리 운영 전략과 실행 단계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정책 결정

시 환경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경관리 리더십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환경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각 현장에서는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사고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 및 보고하도록 시나리오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고

사내표준을 수립하여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사고로 인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컴플라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 부서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환경 법적 기준 작성해 매년 유관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하여

설비 보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법규 위반 및 벌금액

위반 건수 건 4 0 0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백만 원 7 0 0

과태료 80만원 이상 건 및 외부 공시 기준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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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Net-Zero 정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기자동차 Value chain 핵심부품인 LiBS 공급확대를 통해 전세계 환경 영향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공급을 통한 친환경 기여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Net-Zero 정책

은 기후변화 1.5°C 달성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Net-Zero 목표: 2035 Net-Zero 달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1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30년까지 사

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변경(RE100 달성)할 예정이며, 2035년에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Net-Zero(모든 사업장의 Scope 1 + 2)

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자사의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절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됩니다. 또한, 2035년까지 Net-Zero 달성 목표는 글로벌 Net-Zero 목표와 비교해도 15년이나 앞선 Net-Zero 달성

목표입니다.

Net-Zero Roadmap

RE100 글로벌 이니셔티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20년 11월 RE100 추진을 공표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21년 9월 RE100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SK

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번 이니셔티브 가입을 계기로 하여 사업장 내 친환경 전력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5년까지 전세계 사업장의 친환경 전력 도입 60% 달성 및 203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별 RE100 실행현황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한국 및 폴란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180,000 MWh에 달하며, 이는 82,694 tCO e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활동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5년까지 전세계 사업장의 친환경 전력 도입 60% 달성 및 2030년까지 친환경 전력 도입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회사는 운영 최적화, 폐열 회수 등의 활동을 통해 연간 약 696,706 kWh에 달하는 에너지를 꾸준히 절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20 tCO e의 온

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Case.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온실가스 배출 성과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한국

tCO e
38,806 43,789 41,856

중국 - - 18,742

2

중국 창저우 공장 루프탑(Roof-top) 태양광

발전 도입

SK아이이테크놀로지 중국 창저우 공장은 지난 4분기에 태양광 전력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루프탑(Roof-Top) 태양광 발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 2분기부터 정식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7,154MWh 수준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 및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공장 에어 컴프레서 운영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청주 사업장은 에어 컴프레서의 최적화된 운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왔습니다. 신규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자동 교대운전을 통해 비가동 중인 컴프레서의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낭비되는 전력을 차단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266,590 kWh의 전력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평공장 TDO 장비 활용 폐열 회수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증평 사업장은 TDO 장비를 이용한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와 비용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를 통해 전력비 감소가

이루어져 연간 430,116 k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원단위(집약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을 국내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1)

2019년 원단위(집약도) 배출량은 연간 영업성과의 실질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목적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수치(3,485억)를 바탕으로 산출2)

1)

구분 지역2) 단위 2019 2020 2021

3)

2



Scope2
한국

tCO e
72,681 85,699 417

중국 - - 125,577

Total
한국

tCO e
111,487 129,488 42,273

중국 - - 144,319

원단위(집약도)
한국

tCO e/억 원
32.0 28.1 10.7

중국 - - 62.8

Scope3 한국+중국 tCO e - - 446,695

에너지 사용량

직접

천연가스(LNG)
한국

TJ
- 862 826

중국 - - 367

경유

한국

TJ
- 0.05 0

중국 - - 0

휘발유

한국

TJ
- 0.02 0

중국 - - 0

간접

전력

한국

TJ
- 1,762 1,737

중국 - - 535

스팀

한국

TJ
- 0 0

중국 - - 250

총 에너지 소비량
한국

TJ
2,259 2,625 2,563

중국 - - 1,151

총 에너지 소비량 원단위*
한국

TJ/만m
0.04 0.05 0.05

중국 - - 0.02

*총 에너지 소비량 원단위: 지역별 총 에너지 소비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구분 지역2) 단위 2019 2020 2021

4) 2

5)

2

6) 2

7) 2

온실가스 배출량: CO , CH , N O 배출량을 포함하며, 그 외 온실가스는 배출되지 않음1) 2 4 2

폴란드 사업장은 2022년 附 보고범위에 포함2)

한국: 3월 배출권거래제 검증 時 외부검증 및 보고 완료3)

시장기반(Market-based)4)

녹색요금제 적용(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량 82,694 tCO e) 반영5) 2

원단위(집약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을 각 지역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6)

Scope3: 국내외 사업장 통합 보고함7)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2



전력 소비량

전기구매

한국

MWh
155,883 183,804 180,909

중국 - - 148,592

총 전력 소비량
한국

MWh
155,883 183,804 180,909

중국 - - 148,592

총 재생에너지 소비량
한국

MWh
0 0 180,000

중국 - - 0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한국

%
0 0 99.5

중국 - - 0

Value Chain 탄소 절감 파트너십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Value chain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타 간접배출 배출량(Scope 3) 감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산림파괴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이용해 2022년부터 ‘구성원의 출퇴근과 출장’ 과정의 순 배출량을 제로(Zero)로 상쇄시킬 예정입니다.

Value Chain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 e)

통근차량 - 343 1,071 0

출장 - 69 217 0

1) 국내외 사업장 통합 보고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략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사회 산하 전략/ESG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주요 이슈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

다. 특히, 수시로 ESG 무분별 협의와 전사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이슈를 전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후변화로 인하 기업의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주요 리스크 및 기회요인으로 식별된 사항은 경영층 및 전략/ESG위원회에 전달되어 재무, 친환경 사업전략, 전환리스크, 물

리적리스크 등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기후변화와 관련 주요 이슈는 경영층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되어 관리 중입니

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분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

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2년 새로운 목표 수립을 위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1)

2)

전기구매: ESS 포함1)

2021년 재생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82,694 tCO e에 달함2) 2

1)

2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 위험 분석

전환 위험

정책 및 법률

국가적 차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 저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

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고, 2025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는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적용됩니

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투자비 등의 기업운영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기

기술
화석연료 기술에서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자발적인 청정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투자 등 기업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됩니다.
단기

시장

B2B 사업모델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 배터리 분리막 기술을 개발하였고 우수한 제품의 기술력으로

인정받아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더

향상된 배터리를 지향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평판

회사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ESG 관점에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투자 및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의 역시도 과거와 달리 기업의 제품과 전략의 변화까지 이

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발맞

추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 전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

물리적 위험

급성

최근 코로나 팬데믹, 전쟁 등을 겪으면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가 우리에게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공급망 내 환경이슈 발생은

제품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여 급속히 팽창하는 시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는 공급망 다변화 및 공급망 내 ESG 경영 실천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

만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강수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부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의 수자원 관리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생산 시설에서 이용하는 용

수의 단가가 증가하거나 수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물 사용 공정을 대체 기술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투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 기회 분석

자원

효율성

정책 및 법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Zero WALS 2030 환경전략을 기반으로 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직접 구축하

고,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단기,  

중기

에너지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국내외 개별 사업장에서 친환경 전력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증평

및 청주 배터리 분리막 생산 공장 및 폴란드 소재의 공장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가동중입니다. 그뿐만 아니

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및 고효율 설비(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성이 검증된

태양광 발전의 지속 투자 또는 배출권 구매를 통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속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기,  

중기

시장 및 제품/

서비스

자동차의 환경영향이 주목받으면서 개별 소비자들은 점차 친환경 자동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차

원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환경영향이 적은 EV 중심의 사업 모델로

전환한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함께 모든 사물에 배터리가 탑재되는

Battery of Things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업영역의 다변화를 위해 FCW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중입니다. 모바일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에 접목되어 활용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

위험 요인 설명 시점

기회 요인 설명 시점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물리적 시나리오

적용 시나리오 RCP 2.6, RCP 8.5, CRAS

적용 온도변화 1.5°C, 4.1°C

시나리오

지구 온도상승에 따른 운영비용을 2100년 기준으로 CRAS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게 되면 (RPC 8.5) 폭염에

의한 유형자산 피해 금액은 최대 약 155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RCP 2.6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 국내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1℃에서 13℃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폭염일

수는 10~20일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당사 사업장의 물리적 리스크는 완만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100년 피해 규모도 현재가치의 10%

정도만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당사의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잠재적 물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에 발생할 폭염, 한파, 홍수 등의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IET는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의 분류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지역의 물 리스크는 없지만, 지속적인 물 리스크 분석을 통해 물리적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CRAS RCP8.5 시나리오 기반 폭염에 의한 피해추정금액

전환적 시나리오

적용 시나리오 IEA NZE(2050)

적용 온도변화 1.5°C

시나리오

IEA NZE(2050) 전환시나리오 따르면, Global Net Zero 달성을 위해서 Transport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비중은 전체 배출량의 약

16% 에 달합니다. Transport 부문의 Net Zero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감축 수단이 논의 되고 있지만, 모든 감축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전기 자동차는 지구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기자동차 Value chain

핵심부품인 LiBS 공급확대를 통해 전세계 Net Zero 시나리오 달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성장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억m2의 LiBS 생산능력을 가

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기 자동차 확산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이 곧 전세계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

지는 지속가능경영 사업모델을 실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제품을 통한 Net Zero 공여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생산과정까지도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Global Net Zero initiative에 동참하여 2035년 Net Zero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감축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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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정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기자동차 Value chain 핵심부품인 LiBS 공급확대를 통해 전세계 환경 영향 감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공급을 통한

친환경 기여에 만족하지 않고, 생산하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친환경 공정 달성을 위해 Zero WALS 2030*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Zero WALS 2030 

폐기물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장기 환경전략, 'Zero WALS 2030'의 달성을 위하여 폐기물의 자원순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K 아

이이테크놀로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 새로운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우리의 공정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 능력이 검증된 폐기물 재활용 전문처리업

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체 발생된 폐기물 중 99%를 재활

용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내부관리기준 상 재활용률이며, 폐기물 배출자(회사) 기준 재활용률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배출량

일반

재활용

한국 톤 2,808 3,690 3,135

중국 톤 - - 2,351

소각

한국 톤 3 18 7

중국 톤 - - 0

기타(중화)
한국 톤 0 0 0

중국 톤 - - 0

합계

한국 톤 2,811 3,708 3,142

중국 톤 - - 2,351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nvironmental-Management


지정

재활용

한국 톤 7,426 7,148 7,189

중국 톤 - - 5,130

소각

한국 톤 320 248 97

중국 톤 - - 0

기타(중화)
한국 톤 6 15 0

중국 톤 - - -

합계

한국 톤 7,752 7,411 7,286

중국 톤 - - 5,130

총 폐기물 배출량
한국 톤 10,563 11,118 10,428

중국 톤 - - 7,483

총 배출량 원단위*
한국 톤/만m 0.20 0.21 0.22

중국 톤/만m - - 0.15

재활용 비율 

(목표)

한국 %
97 97 

(97)

99 

(97)

중국 %
- - 100 

(97)

*총 배출량 원단위: 지역별 폐기물 총 배출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2

2

Zero Waste to Landfill (ZWTL) Gold 등급 획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1년 폐기물 재활용률 98%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증

평 사업장은 2021년 폐기물 재활용률 99%를 달성하여, ZWTL(Zero Waste to Landfill)

인증 심사 결과 Gold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ZWTL이란 지정된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적용

하여 자원순환 수준을 평가하는 UL*사 주관의 국제 인증입니다.

*UL: 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 소재 검증기관



수자원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수자원 보호와 절약을 위한 정책과 기술을 지속 발굴·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삼투압 방식을 활용한 폐수재이용 시

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수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재무성과를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입니다.

수질 및 용수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발생 폐수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공정수는 회수하여 재처리 후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

지는 향후에도 당사 폐수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폐수 내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정기 수질분석 및 내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

니다.

Case. 역삼투압(Reverse/Osmosis, RO) 기술을 활용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 검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공정 이후 배출된 폐수 중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일부 폐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역삼투압(RO)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삼투압(Reverse Osmosis): 농도가 높은 액체에 인위적인 외부 압력을 가하여 물을 정수하는 방법입니다.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수자원 민감지역 취수량
한국 톤 0 0 0

중국 톤 - - 0

총 용수 사용량
한국 톤 688,103 1,493,786 823,690

중국 톤 - - 485,290

총 사용량 원단위
한국 톤/만m 13.23 28.73 15.84

중국 톤/만m - - 9.71

용수 재활용량
한국 톤/일 0 0 391

중국 톤/일 - - 0

용수 재활용 비율
한국 % 0 0 17.9

중국 % - - 0

총 폐수 배출량
한국 m 101,408 107,634 108,623

중국 m - - 1,782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1)

2

2

2)

3)

4)

3

3

총 사용량 원단위: 지역별 용수 총 사용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1)

2021년 용수 재활용량: 보일러 스팀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 스팀 원수(210톤/일) 및 공업용수 원수로 재이용(181톤/일)2)

2021년 용수 재활용 비율: 회사 내 환경지표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재활용 용수량 확인3)

폐수 배출량: 위탁폐수 및 폐기물로 처리중인 폐수 포함4)



물 리스크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수자원 이슈는 없지만, 미래의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자 물과 관련된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의 분류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를 점검하

고 사업 수행 현황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있는 지역(한국 증평·청주, 중국 Jiangsu, 폴란드

Dąbrowa Górnicza, Śląskie)의 물 스트레스 수준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수자원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물 스트레스가 High-Level 이상인 지

역의 수행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용수 저감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WRI 물 스트레스 기준 용수 사용 비중 현황

대한민국 충청북도 증평 2.67 Medium-High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 2.67 Medium-High

중국 Jiangsu 0 Low

폴란드 Dąbrowa Górnicza, Śląskie 1.86 Low-Medium

대기오염 관리

친환경 사업장을 추구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대기오염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황산화물(SOx)를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배출로 인한 대기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저감 설비를 적극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OC 배출량  

(목표)

한국 톤
256.20 219.55 

(235.4)

149.86 

(216.6)

중국 톤 - - 0

VOC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4.93 4.22 2.88

중국 kg/만m - - 0

먼지 배출량
한국 톤 1.00 2.00 1.17

중국 톤 - - 0

먼지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2 0.04 0.02

중국 kg/만m - - 0

NOx 배출량
한국 톤 3.00 19.00 21.09

중국 톤 - - 1.55

구분 물 스트레스 점수 물 스트레스 수준

구분 물 스트레스 점수 물 스트레스 수준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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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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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2



NOx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6 0.37 0.41

중국 kg/만m - - 0.05

SOx 배출량* 

(목표)

한국 톤
0 0 

(0)

0 

(0)

중국 톤 - - 0

SOx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 0 0

중국 kg/만m - - 0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2년 SOx 배출량 목표를 0으로 하고 있습니다.

Case.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한국, 중국, 폴란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질소산

화물(NOx) 배출 최소화를 위해 산업용 버너(Burner) 및 관류용 가스버너를 저녹스(NOx) 버너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메틸렌클로라이드(MC)를 회수하

고 정화처리하기 위해 흡착시설을 추가하고 필터교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중 메틸렌클로라이드를 응축 처리하고 회수하는 성능을 두 배 이상 높임으로

써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친환경 목표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4)

2

2

4)

2

2

VOC 배출량 :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을 VOC에 포함하여 산정1)

한국 : 점오염원 + 비산오염원2)

중국 : 점오염원3)

배출량 원단위: 지역별 총 배출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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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친환경 Impact 확대

Global Green 소재 솔루션 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빠르게 성정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과 더욱 높아지는 배터리의 성능에 발맞추어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고성능 친환경 배터리 분리

막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Case. 글로벌 Top-Tier 습식 분리막 생산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해온 이래로 전세계 Tier-

1 분리막 제조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LiBS의 품질과 성능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배터리 분

리막을 전세계로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LiBS 연간 생산능력을 40억 m 까지 증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장주도적인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분리막을 넘어 초박막‧고성능‧고내구성 배터리 분리막 및 친환경 고성능 분리

막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21년 배터리 소재사업에 대한 투자액 6,010억 원, 연구개발비 336억 원, 국내외 신규 특허

등록건수 44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LiBS

2

전세계가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산업 발전

은 친환경 기술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완

성차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 EV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

이 적용된 제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수 년 내에 전기 차량이 내

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차량 내 사용되는 부품의 성능 개발과 친환경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 활동은 환경문

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

놀로지는 LiBS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안전성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배터리의 사회적 영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Case.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 구조와 역할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분리막은 양/음극을 분리하고, 리튬이온이 균일하게 분리막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음극을 구분하는 분리막을 얇게 만들수록 더 많은 양/음극의 소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분

리막 기술은 배터리 성능의 핵심이 됩니다. 



CES 2022에서 소개된 LiBS

친환경 제품 매출액

(단위: 백만 원)

LiBS 262,790 466,668 603,362

그린 비즈니스 투자

2021년 전세계 판매 전기차는 약 650만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향후 개인용 EV 판매량은 2025년 1천 4백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

망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LiBS는 배터리의 핵심 부품으로써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EV 시장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성장하는 EV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폴란드 및 중국 내 사업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조원

의 투자를 통해 LiBS 글로벌 생산능력을 총 40억 m 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2년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에 참가해 미래 친환경 혁신기술을 공개하였습니다. SK이노베

이션은 '카본 투 그린 (Carbon to Green)' 전략 달성을 위해 혁신 기술을 소개하였고, 그 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LiBS가 주요 그린 비즈니스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



글로벌 LiBS 증설 계획

배터리 소재사업 투자액

(단위: 억 원)

투자지출 5,733 6,010

2021년 10월 폴란드 공장 증설 투자를 위해 폴란드 법인에 2,998억 원(2.5억 달러) 출자

구분 2020 2021



친환경 연구개발

친환경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

배터리의 성능은 전기 자동차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 배터리, 안전한 배터리, 오래

사용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친환경 배터리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배터리

분리막 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R&D 방향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차별화 물성, 친환경 원재료 및 소재 설계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산/재활용 공정 기술을 핵심기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제품

설계 및 상용화 & 폐기물, 원재료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백만 원 14,889 24,480 33,589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4.3 5.2 5.6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그린 이노베이션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위해서는 고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막이 요구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존의 제품보

다 고온에 더 안정적인 EV용 리튬이온배터리 박막 CSS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박막 CSS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수축률이 기존 제품 대비 20

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배터리 내 분리막이 차지하는 부피를 최소

화하여 고밀도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린 이노베이션 사례

Case. 이노베이션 성과 및 지적재산권 현황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제품 생산성 향상,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 소재의 국산화 등의 노력 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의 성

과로써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1년 국내 35건, 해외 9건의 신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신규 등록

(단위: 건)

신규 등록: 국내 1 16 35

신규 등록: 해외 12 7 9

구분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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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성

화학안전성 정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든 구성원과 고객들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이

행중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공개, 화학물질 노출사고 0건, 제품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과정 평가 실시, Phase-out

로드맵 공개 등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을 공개하였고,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된 바가 없으며, 전과정 평가를 16가지 영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완제품에 대한 유

해물질 위험성 평가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제품 유해성 관리 전담 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 법정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우리 제품으로 인한 제품 안전사고 및 환경영향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정 화학물질 관리

공정 화학물질 관리 체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국내외 환경규제 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성 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Hi-Chems)*을 도입

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Hi-Chems를 통해 화학물질의 도입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소를 식

별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합니다. SK 아이이테크놀로지는 REACH SVHC,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과 같은 고위험성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Hi-Chems): 각종 화학물질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부서간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자체 개발 시스템

화학물질 도입 프로세스



화학물질 관리 활동 및 성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화학물질로부터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화학물질 노출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활동

01 작업구역 내 위험물질 유출 방지 기술 적용

02 위험물질 유출 여부 실시간 계측

03 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업장 비치

04 설비 및 화학물질 변경사항 상시 검토

05 법적 관리 및 등록 대상 물질 누락여부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성과

(단위: 건)

화학물질 노출사고 0 0 0 0 0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 기준초과 사고 0 0 0 0 0

구분 내용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제품 안전성

제품 유해성 관리 체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매 단계부터 제품의 제조 및 납품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제품 유해성 관리(RoHS, REACH SVHC 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

질관리 전담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된 경우 규제 Phase-out 계획 수립을 통해 유해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품 유해성 관리 프로세스

제품 함유 화학물질 공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제품 내 포함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사용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RoHS , EU REACH SVHC , Sin List  등 국제 화학물질 관리규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단계부터 양

산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매년 모든 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전량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 규제 물질이 검출될

경우 단기 및 중장기 Phase-out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우리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유해성 평가 비율

(단위: %)

제품별 유해성 평가 비율 100 100 100 100 100

유해물질 관리 지표

(단위: %)

LiBS - 0 0 0 0 0

CCS - 0 0 0 0 0

FCW N,N-DIMETHYL ACETAMIDE 2 미만 2 미만 - - 0

Phase-out 정책 및 실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유해화학물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출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Phase-out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될 경우, 연구개발 단계부터, 구매, 생산, 품질관리까지 모든 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중장기 Phase-out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

습니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여 고객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Case. Phase-out 사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유해화학물질 대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하기 위하여 Phase-out 목표와 실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인

체독성이 강한 Tetrahydrofuran의 사용을 완전히 Phased-out하여 근로자와 고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였습니다. 

화학물질명 Tetrahydrofuran (CAS No. 109-99-9)

건강영향

•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 의식불명, 급사 유발

• 고농도 노출은 간과 신장 손상

• 면역독성, 생식장애, 유전독성, 변이원성 유발

• IARC 발암물질 분류 : Group 2B

Phased-out 내용
CCS 공정에서 Solvent로 사용되던 Tetrahydrofuran을 공정고도화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Water-based Recipe로

대체 완료

1) 2) 3)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U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1)

EU REACH SVHC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EU에서 제정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등재된 고위험 물질

2)

Sin List (Substitute It Now): 비영리 기관인 ChemSec에서 공표한 유해화학물질 목록3)

구분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구분 국제 화학물질 규제 대상물질1)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2)

국제 화학물질 규제 대상물질: RoHS, EU REACH SVHC, Sin List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1)

N,N-DIMETHYL ACETAMIDE: EU REACH SVHC, Sin List 규제 물질. FCW 내 2%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음2)

구분 내용



Phased-out 완료 시점 2018년 Tetrahydrofuran has phased-out

전과정 평가 (LCA)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원재료 채취에서부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정량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SO 14040 국제표준에 따라 전과정 평가

를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안전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전과정 평가 영역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인체독성 (암 계열) 미립자 물질/호흡기 무기물

토지 사용 부영양화 (토양) 인체독성 (암 외 계열) 전리 방사선

용수 사용 부영양화 (담수) 광화학 오존 형성

생태독성 (민물) 부영양화 (해양)

자원 사용 (광물, 금속) 산성화

자원 사용 (화석연료) 지구 온난화

전과정 평가 수행 비율

(단위: %)

전과정 평가 99 99 99 100 100

제품별 매출액 기준

구분 내용

환경 영향 인체 영향

구분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HOME / SOCIAL / 구성원

구성원

구성원 역량강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 개인에 맞춘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인재들의 리더 육성을 위한 차세대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치

열한 토론의 결과로 더 나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할 말 하는 문화'를 구축합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하며, 투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목표 하에 지난 2021년에는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7.4억 원을 구성원

교육훈련에 투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체계

교육훈련 투자 *국내기준

총 교육 비용 백만 원 151 629 739

1인당 교육 비용 백만 원/명 1.3 3.7 3.2

임직원 연평균 교육시간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03.6 147.2 101.9

교육받은 임직원 비율 % 100 100 100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해외사업장(중국, 폴란드) 포함시, 1인당 임직원 평균 교육시간은 38.8시간이며, 1인당 교육 비용은 87만 원으로 추산됨.1)



성과 및 보상제도

성과 보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성장을 돕고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공정하

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MBO 모델*을 바탕을 둔 성과관리를 적용하고

있고, 구성원 개개인의 Self-Review를 통한 목표대비 달성도 및 역량으로 '성장'에 방점을 두는 평가를 지향합니다.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모델: 업무목표 설정 과정에 구성원과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델

Case. 자율적 성과관리시스템 O-Works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구성원은 리더와의 협의를 통해 연초 업무목표 및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중 상시로 시스템 내 수행중인 과제를 기록하

고 동료와 공유하여 협업합니다.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자기 평가 및 리더/동료 피드백 등을 수집합니다. 누적된 기록을 종합함으로써 연초 수립했던 목표

에 따른 달성도를 점검하고 이를 연말평가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성과관리시스템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과 직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

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업문화

기업문화의 혁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업문화의 혁신(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근무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유연근무제 개선을 통한 근무자들의 자율성 보장,

2025년까지 구성원 행복도 75점 달성 등의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회사는 개선된 선택적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

였으며, 구성원의 행복도는 75.9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일직급제 및 Caring Period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들의 직위가 아닌 일과 역할을 통해 담당 업무의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직위를 폐지하고, 단

일호칭인 PM(Professional Manager)로 통일하였으며,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역량을 갖춘 구성원 누구나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에게는 조직 적응 및 필요역량 습득을 위한 Caring Period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리더와 선배사원으로부터 성장의 기회를 얻

습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사내 소통 메신저로서 iCON은 각 조직을 대표하여 구성원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더 및 경영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iCON은 조직 내 문화활동을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활동과 조직내 문화에 변화와 개선을 주도합니다.

다음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CEO 행복 공약인 Rho’s Kitchen(노스키친) 프로그램을 통해서 CEO와 PL급 미만 구성원 간 직접 소통의 자리를 주기적으

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로서 구성원들의 회사 생활을 비롯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구성원의 pain point를 청취하고, 경영상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온라인

tongtong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문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회사내 활동과 이슈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하는

온라인 게시판

사내방송(GBS) 경영층의 활동, 주요사업 현황, 조직활동, 구성원 소식을 공유하는 사내 방송

오프라인 iCON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 추진 아이디어를 리더에게 전달하며, 리더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복리후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여가, 주거마련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출산 전 최대 3개월까지 휴직을 제공하고, 1년 간의 육아휴직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보육료 지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Case.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채널 내용



건전한 노사관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 대표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변동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

는 총 4회의 정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성원 행복 증진 활동, HR제도, 기업문화 및 교육과정 개선 등 18개 안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K아

이이테크놀로지는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지지하고 단체 교섭 협약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노동 활동을 보장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해외 사업장 포함

전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 중 76%에 달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노사협의회 횟수 회 3 4 4

협의 안건 건 9 15 18

처리 안건 건 9 15 18

구성원 고충 접수 현황 *국내기준

고충 접수 건 1 3 2

고충 처리 건 1 2 2

처리율 % 100 67 100

노동조합 가입 현황 *해외포함

전체 임직원 수 명 159 378 933

가입 대상자 명 48 187 304

노동조합 가입자 명 9 128 231

전체 임직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 % 6 34 25

가입 대상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 % 19 68 76

단체교섭 적용 비율 % 100 100 100

다양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배경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 인재의 성장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인권정책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여성관리자 비율 *국내기준

(단위: %)

총 여성 인력 비율 18.5 22.3 21.6

관리자 직급  

여성 인력 비율

실무관리자 18.2 23.5 14.3

최고관리자 0 0 0

STEM  관련 직무 내 여성 비율 11.1 9.7 6.1

구성원 현황 데이터

구성원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총 인원 119 166 236

고용형태별

정규직 102 152 224

비정규직 17 14 12

성별

남성 97 129 185

여성 22 37 51

연령별

30세 미만 22 30 28

30~50세 미만 80 114 193

50세 이상 17 22 15

업무영역별 사무직 119 166 236

소수그룹

외국인 0 0 1

장애인 6 6 5

국적별 한국 119 166 236

글로벌 구성원 현황

(단위: 명)

총 인원 40 212 697

해외파견 13 28 37

현지채용 27 184 660

구분 2019 2020 2021

1)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과학, 기술, 공학, 수학)1)

2021년 매출발생 부서(지원부서 제외) 내 여성 관리자 직급 비율: 4.3%2)

구분 2019 2020 2021

1)

2)

사무직: 국내 사무직에는 엔지니어, 기술감독직 포함1)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2)

구분 2019 2020 2021



구성원 고용형태별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정규직

남 87 123 181

여 18 32 43

비정규직

남 10 6 4

여 4 5 8

구성원 연령별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50세 이상 임원
남 3 3 4

여 0 0 0

50세 이상 직원
남 14 18 10

여 0 1 1

30~50세 임원
남 0 0 1

여 0 0 0

30~50세 직원
남 66 90 156

여 14 24 36

30세 미만 임원
남 0 0 0

여 0 0 0

30세 미만 직원
남 14 18 14

여 8 12 14

신규 채용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신규 채용 49 64 117

직급

직원 49 64 117

임원 0 0 0

성별

남성 39 48 86

여성 10 16 31

연령별

30세 미만 5 6 2

30~50세 미만 26 48 100

50세 이상 18 10 15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단위: 명)

소수그룹

외국인 0 0 1

장애인 5 1 4

국적별 한국 49 64 117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

퇴직 및 근로 연수 현황 *국내기준

퇴직률 % 5.7 4.0 16.8

자발적 이직 % 5.0 4.0 16.2

비자발적 이직 % 0.7 0 0.6

평균 근속년수 년 7.4 7.3 6.0

구성원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총 인원 159 378 933

고용형태별

정규직 130 309 588

비정규직 29 69 345

성별

남성 123 297 688

여성 36 81 245

연령별

30세 미만 33 137 325

30~50세 미만 104 216 568

50세 이상 22 25 40

업무영역별

생산직 0 104 501

영업직 0 0 3

사무직 159 274 429

소수그룹

외국인 11 60 376

장애인 6 6 5

국적별

한국 119 166 236

중국 22 130 286

폴란드 18 82 411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1)

2)

사무직: 국내 사무직에는 엔지니어, 기술감독직 포함1)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2)

2021년도 국적별 관리자 직급(평가/근태 관리 권한 보유) 인원: 한국 35명, 중국 12명, 폴란드 10명3)



구성원 고용형태별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정규직

남 108 242 480

여 25 70 113

비정규직

남 14 49 207

여 12 17 133

구성원 연령별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50세 이상 임원
남 4 4 5

여 0 0 0

50세 이상 직원
남 18 20 28

여 0 1 7

30~50세 임원
남 0 0 1

여 0 0 0

30~50세 직원
남 83 168 398

여 21 48 169

30세 미만 임원
남 0 0 0

여 0 0 0

30세 미만 직원
남 18 105 256

여 15 32 69

신규 채용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신규 채용 76 225 642

직급

직원 76 225 642

임원 0 0 0

성별

남성 52 178 465

여성 24 47 177

연령별

30세 미만 9 6 22

30~50세 미만 38 111 370

50세 이상 29 108 250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단위: 명)

소수그룹

외국인 0 0 1

장애인 5 1 4

국적별

한국 51 64 117

중국 12 101 189

폴란드 13 60 336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

퇴직 및 근로 연수 현황 *해외포함

퇴직률 % 5.4 12.9 26.5

자발적 이직 % 11.3 11.3 17.2

비자발적 이직 % 1.6 1.6 9.3

평균 근속년수 년 6.2 3.9 2.3

육아휴직 현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명 1 1 0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 명 0 0 0

총 육아휴직 사용자 명 1 1 0

육아휴직 사용후 업무 복귀율 % 100 0 0

육아휴직 복귀후 12개월 유지율 % 100 0 0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HOME / SOCIAL / 안전 및 보건

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경영 체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법규 및 Global Standard 이상의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 및 협력회사가 사업장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전사 차원의 SHE 규정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별 절차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전사 SHE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직업병 및 질병 관리, 공정설비안전, 사고관리, 비상대응관리, 협력사 SHE관리, SHE 교육훈련, SHE 감사 등의 영역을 포괄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목표

인적사고 중대재해 Zero /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Zero / 보건안전 법률위반 Zero 

사업장별 인체사고 발생빈도(LTIFR) 정량적 개선 목표 수립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대재해 건수, 인체사고 발생빈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건수 등의 안전보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각 지표별 정량적 성과를 CEO를 포함한 경영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 반영함으로써, 안전보건 성과를 경영진 평가 및 보상 체계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회 결의로 글로벌 생산본부장을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선임하였습니다. CSO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전사 안전보건관리 강화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Global SHE Unit은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 조직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 사업장에는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성과

안전보건 성과 요약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 소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노력의 결과

로 2021년 중대사고 및 사망사고 0건, 구성원 근로손실재해율 및 직업성 질환 발병률 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성과

(단위: 시간)

1인당 SHE 연 교육시간 28.8 22.8 27.0 35.1 36.9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안전보건 개선 활동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유해요인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

병이 발생 가능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며, 기계 설비와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및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까지 고

려합니다. 정기적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이행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CSO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훈련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핵심 사내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을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화재, 폭발, 질식, 화학물질 누출 등 유형별로 검토하고,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훈련을 수행합니

다. 이러한 노력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사고나 누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활동

안전보건 소통 활동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안전보건 소통활동으로 구성원 모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을 통해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체를 마련하고 운용중

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동기반안전 제도, 작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형 CCTV, SHE 절차

서 마련 등 다양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행 중입니다.



다양한 안전보건 소통 활동

안전보건협의체
국내 사업장, 협력업체 간 회의 

사업장 내 도급 및 협력업체 SHE 현안 공유 / 의논

SHE 현안회의
본부장 및 Global SHE Unit 구성원 간 회의 

SHE 현안검토 및 조치 이행성 논의

안전보건경영위원회
CSO 및 CSO 전담조직간 회의 

SHE 현안검토 및 조치 이행성 논의

해외 사업장 정기 회의
SKIET 해외 법인 및 국내 사업장 

SHE 현안 공유, 이행성 점검, 안내 등

Cas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원 대표 8인과 사업장 대표

8인 동수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본 위원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 SHE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논의

및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안전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력회사의 산업안전 관리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내 잠재적 사고위험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보건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구성원과 작업자들을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대책은 작업절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 Zero(OIFR: 0)’를 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1년 구성원 질병 발병 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지원, 심리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직업성 질환 예방 관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소재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내 작업환경 측정,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 건강진단, 직업병 및 질병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유소견자를 조기에 확인하여 직업병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

단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보건 지원 제도

안전 사고 현황 성과 및 목표

사망사고 수 건 0 0 0 0 0

구성원 근로손실재해율(LTIFR) 건/백만시간 0 0 0 0 0

협력사 근로손실재해율(LTIFR) 건/백만시간 0 1.43 2.39 0 0

Tier1 사고 수 건 0 0 0 0 0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병률(OIFR) 건/백만시간 0 0 0 0 0

1) 총 근로시간 1,401,046 시간 내 2건 발생 

2) 협력사 근로시간 1,253,336 시간 내 3건 발생

회사 보건의 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문 의료인과 간호사가 보건의 날로 지정된 날짜에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건강 관련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하모니아 상담코칭 센터를 통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등 업무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팀워크 향상 워크숍 및

행복증진 교육 등 팀단위 또는 단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에 따른 건강검진 제공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구성원이라면 통일된 연령 기준에 따라 누구나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및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정밀, 종합,

일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밀 건강검진과 종합 건강검진의 경우 구성원 본인과 배우자 모두를

지원합니다.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1) 2)



HOME / SOCIAL / 인권

인권

인권 정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UN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아동노동‧강제노동 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근로시간 등 세부 지

침을 포함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일체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규범 실천지침,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 및 관

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사업 활동 가운데 인권을 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권정책 

인권경영 목표 및 성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인권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성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고충처리 채널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를 개선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유연한 근로문화를 장려하며, 구성원에 대한 기본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

권경영의 범위를 회사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협력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협력사들이 자체적인 인권/노동 규

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인권경영이 모든 가치사슬 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협력사 인권/노동 평가를 통해 확인되었던

위험군 12개사 모두 자발적 개선과제를 수립하였고 개선조치를 이행중입니다.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협력사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이수율 99%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인권경영 목표 사항들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인권실사 및 협력사 대상의 인권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 인권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권 리스크 등으

로 구성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인터뷰가 이루어졌

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경영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성원 간 폭력, 폭언,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지

만, 구성원에 대한 기본 인권 존중, 근로시간 관리, 구성원 차별 등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식별되었습니다.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1년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를 통해 44개의 핵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 및 노동 분야의 리스크 요소들을 확인하고 협

력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핵심 협력회사의 인권 및 노동 리스크 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정책 및 근로시간 관리 등에

관한 잠재 리스크가 확인되었습니다.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human_rights_policy_kor.pdf


인권 실사 프로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행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

라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

구성원 인권 보호 활동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경영을 모니터링합니다. 먼저 사내 고충상담

의 기능을 하며 구성원들의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모니아’ 상담코칭센터는 연 1회 전 구성원 대상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독려합니다. 인권 피해 사실이 인지된 후에는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사실

이 인정된 가해자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인권경영 관련 고충 사항

을 보고하고 조치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이행합니다.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개선조치

원재료 및 자재 조달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 내 확인된 주요 인권 이슈 혹은 잠재 인권 이슈와 개선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노동 정책 수립 협력사

• 인권/노동 규정을 문서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

• 2021 협력사 조사 공식 인권/노동 정책 위험 발견: 20% 

(44개사 조사 결과 9개사에서 공식 인권/노동 정책 미보유로 확인되어, 조치 시행중)

강제노동/아동노동 협력사
• 문서화된 인권/노동 규정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명시

• 표준근로계약 및 그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한 근로계약 체결

주요 이슈 취약 계층 2021년 개선 조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구성원

•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전사 교육 및 캠페인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 실시

• 2021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식 교육 수료율: 100%

• 고충 상담실 및 인권침해 요소 신고 채널

법정 노동시간 관리 협력사, 구성원

• 근무시간 관리를 위한 수기 또는 전자적 방안 마련, 개개인의 법정 노동시간 관리

• 업무 집중기간에 대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조치

•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PC 차단 정책 고도화

• 구성원 주도의 일과 삶의 균형 제도 개선 Clan 운영

• 2021 협력사 조사 근로시간 위험 발견: 27% 

(44개사 조사 결과 12개사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사례

발견하였으며,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 시행중)

구성원 차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등)

협력사, 구성원,

이해관계자

• 문서화된 인권/노동 규정 또는 취업규칙 내 구성원 차별금지에 대한 항목 명시

• 인권존중 및 구성원간 차별 금지 내용의 관련 전사 교육 확대

• 구성원 주도의 수평적 문화 구축 Clan 운영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 관리
협력사, 구성원,

이해관계자

• 예방점검, 실행, 사후관리 등 자율 안전보건활동 이행 및 개선 과제 도출

• 유소견자, 고위험 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 및 사업장 내 방역물품(마스크, 장갑,

소독제 등) 구비

• 2021년 협력사 조사 산업재해 발생 위험 발견: 23% 

(44개사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1년내 산업재해 발생이 확인되었고, 안전보건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구성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 이상징후탐지시스템 운영

이해관계자 별 고충처리 채널

구성원 윤리경영제보 웹사이트, 사내 인트라넷, 고충상담실 하모니아

고객 윤리경영제보 웹사이트, 고객행복센터, 홈페이지

지역사회 윤리경영제보 웹사이트, 지역단체 간담회, 주민자치위원회

협력사 윤리경영제보 웹사이트, 협력사 정기협의회, 협력사 CEO 간담회

주요 이슈 취약 계층 2021년 개선 조치

이해관계자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인권경영 담당 조직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구성원을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주주, 고객, 지역주민)들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모든 경영활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공

급망 관리, 정보보호 등) 관련된 반인권적,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조사 및 관련 부서 이관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및 윤리규범 위반으로 밝혀진 제보에 대하여 당사의 사규에 따라 상벌·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보한 당

사자가 어떠한 불이익이 받지 않고 제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조직 SK아이이테크놀로지 경영지원실

웹사이트 https://ethics.sk.co.kr/Kor/Report/ReportMain.aspx

전화 080-020-6262

팩스 080-020-6272

이메일 skinnovation.ethics@sk.com

우편 서울 종로구 종로26 SK빌딩 SK아이이테크놀로지 경영지원실 윤리경영담당자

구분 내용

https://ethics.sk.co.kr/Kor/Report/ReportMa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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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SG

공급망 관리 체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공급망 內 협력사들의 인권, 환경, 안전과 관련된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력사와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SK아이이테

크놀로지의 핵심 협력사에 대하여 ESG 평가를 시행하고, 발견된 ESG 리스크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지원합니다. 지난 2021년 회사는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 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11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문서화하여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규범을 전달합니다. 협력사는 행동규범 내 조항들을 준수

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

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흡사항 발견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supplier_code_of_conduct_kor.pdf


협력사 ESG 평가

사전 스크리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총 234개

의 등록 협력사 중 비즈니스와의 연관성, 거래 규모, 기술 및 원료의 대체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4개의 핵심 협력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 대상

기업수 개사 234 54 44

거래액 백만 원 351,117 337,007 291,141

비중 % 100 95.9 82.9

ESG 평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1년 핵심 협력사로 분류된 54개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44개 협력사가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평

가 항목에는 잠재 ESG 리스크 요소들을 포함하여 인권 및 노동 기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환경 관리 수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성을 지닌 전문기

관에 의해 제3자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조화된 질문과 증빙 서류를 활용한 설문 방식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현장평가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 요소

환경

• 환경정책 보유, 환경경영 담당 조직 운영, 환경 법규 준수

•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 폐기물 발생 관리, 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

인권/노동 및 사회

• 인권/노동정책 보유,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 및 담당 조직 운영, 근로손실재해율 관리

• 업무상 질병 발생 관리, 구성원 의료 지원 제도 운영

• 협력회사 인권/노동 정책 보유 및 적용, 협력회사 인권/노동 이슈 조사

윤리/지배구조

•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다양성

•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 보유, 윤리준수 서약 시행

• 윤리위반시 징계, 윤리 교육 제공, 윤리 신고 채널 운영

협력사 ESG 평가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평가에 참여한 44개 협력사(국내 38개, 해외 6개)에게 개별 평가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모든 협력사에게 각각 확인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100% 시정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자발적 개선조치에

대해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며, 정기적인 협력사 ESG 평가를 통한 개선 수준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단위 등록 협력사1) 핵심 협력사 2021년 평가 협력사

등록 협력사: 글로벌 구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회사는 제외되었음1)

영역 항목



협력사 ESG 평가 High 리스크 업체 비율

환경적 리스크

환경경영 시스템 Low 0% (0)

대기오염 Moderate 0% (0)

폐기물 배출 Moderate 4.5% (2)

인권/노동 및 사회적 리스크

인권/노동 기준 Low 15.9% (7)

사업장 안전 보건 Moderate 20.5% (9)

업무상 질병 Medium 27.3% (12)

공급망 노동 정책 High 31.8% (14)

윤리/지배구조 리스크
지배구조 Medium 25.0% (11)

윤리경영 Moderate 18.2% (8)

협력사 성장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 정책 외에, 협력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협력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성장지원 프로그램

경영지원
•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 관련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공급업체 원재료 조달, 계약 등 구매 관련 절차 확립 지원

• 제조 혁신 활동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 협력사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접 자금 지원

• 동반성장펀드(약 820억 원 규모): SK이노베이션 산하 자회사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련된 기금.  

- ESG 관련 기업, 친환경인증 제품 개발 등의 협력사에게 우선 지원하며, 2021년 협력사 ESG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규모 반영을 고려

교육지원

•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

- 2021년 SK아이이테크놀로지 ESG 전략 방향 소개 및 관련 교육 진행

• 협력업체 신입구성원 교육 프로그램

기술지원

•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공동 특허출원, 설비 국산화

•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동반 진출 등

• 자체 기술 공유 플랫폼(iStep) 구축을 통해 자재 및 장비 시설의 공유, 각종 기술교육, 아이디어 및 공동 기술개발 등

Case.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2021년 12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에 119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성

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상생협력기금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경영 안정화,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

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안정한 경영 상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기금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소 리스크 세부 내용 리스크 수준 High 리스크 비율 (회사 수)

지원영역 세부내용



분쟁광물

분쟁광물 사용 제한 선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된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3TG 광물*을 포함한 원자재 및 제품 공급시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요구에 따라 실사를 수행

하고, 원산지 및 제련소, 정제회사 정보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3TG광물: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가리키는 용어



HOME / SOCIAL / 사회공헌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략 및 핵심 성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① 지역사회와의 상생, ②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③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Safety Net)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에는 글로벌 전 사업장(한국, 중국, 폴란드)에서 구성원이 참여하는 CSR 프로그

램을 최소 1건 이상 시행하도록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1% 행복나눔기금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식으로 구성되는 ‘1% 행복나눔기금’은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전체 구성원 중 70% 이상이 본 기금 조성에 동참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1% 행복나눔기금은 총 117억 원에 달합

니다.

사회적 가치 실천조직: SK1004 봉사단

SK1004 봉사단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에서 2004년에 출범한 조직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서울 본사와 증평 사업장에서 각각 구성된 봉사팀이

소속되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1004 봉사단은 대표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과 독거노인의 고립감 완화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산해진미 플로깅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K1004 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요

구에 맞는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언택트(Untact) 자원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SK1004 봉사단의

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되었으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수해복구 지원, 

행복도시락 나눔 및 

국가 혈액수급 위기 대응

사업장이 위치한 증평군 내 태풍 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의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총 97,164끼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혈액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장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끼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공백으로 인해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매출

급감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하는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증평군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결식

우려 취약계층 120여 명에게 1만 여 끼니의 식사를 제공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리방역 으랏차차 언택트 봉사활동

2020년부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립, 우울감과 좌절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발달장애아동의 심리방역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응원 메세지를 담아 ‘으랏차차’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정성으로 화분을 꾸며 1,000명의 독거노인과 2,000명의

발달장애아동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폴란드 콩쿠르 후원 및 헝가리 공익재단 기부

폴란드에서 열린 '미하우 스피삭 국제 음악 콩쿠르(Michał Spisak International Festival)'에

후원사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젊은 음악가를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헝가리 이반차市

공익재단 기부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기부·후원에 대한 방침

대한민국 정치자금법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자산, 예산 등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기부, 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부·후원 내

역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부 및 후원 내역

(단위: 원)

폴란드 스피삭 국제 음악 콩쿨 후원 20,576,500

헝가리 이반차 지역사회 후원 29,550,000

한국세무학회 10,000,000

최종현학술원 400,000,000

고등교육재단 200,000,000

사랑의 김장나눔 후원 30,000,000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ACEP) 후원금 20,000,00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11,900,000,000

Case.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긴급 구호 성금 기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폴란드 법인을 통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를 위한 긴급 구호 성금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3천만 원)을 현지

국제 구호단체인 ‘유니세프폴란드’에 전달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회적가치 추구 철학에 따라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에 즉각적

으로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폴란드에 피신해 있는 약 12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 난민 어린이를 위한 의료용품과 위생용품 등 구호 목적으로 활용

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 지출 금액

사회공헌성 비용
현금 기부 백만 원 27.0 50.0

127.6
현물 기부 백만 원 0 1.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성 비용 비중 % 0 0 2.1

1) 현금 기부: 국내기준  

2) 현물 기부: 제품 및 서비스, 프로젝트/파트너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성과 포함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육성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

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협력을 추진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부처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1)

2)



사회적기업 육성 로드맵

지원 영역

주요활동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지원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스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환경소셜비즈 공모사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또는

소셜벤처에게 제품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성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환경부 공동)

SV  Impact Partnering2
대기업과 소셜벤처를 연결하는 협업 생태계로서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에 대해

직접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로 투자에 참여합니다.

에그 프로그램*

친환경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 지원금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의 시범사업 개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공동) 

*에그 프로그램: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그'린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줄임말



Case.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소셜 벤처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결함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배터리 분리막을 활용하여 고기능성 의류 신소재를 개발한 라잇루트와의 협업은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업

사이클링하여 고부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협업의 결과로 개발된 신소재를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SK아이이테크놀로지

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자원재순환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친환경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하

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Plant for Planet)

맹그로브 숲은 생물학적 다양성 가치와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해양오염의 이유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소실되었습니

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맹그로브 숲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보고,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

내 각계 각층의 구성원들과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에 대한 뜻을 모아 베트남 사회적가치 얼라이언스(Vietnam Social Value Alliance)를 출범시켰고, 숲의 복

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맹그러브(Manglub)’를 설립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자원봉사단 파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

으나, 맹그러브와 현지 주민·학생을 중심으로 숲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협회 가입 현황

(단위: 원)

충북, 세종 환경보전협회 환경 정책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2,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 정책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681,000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위험물 법적선임자 관리 132,000

베트남 환경인식개선 교육
맹그로브 보호, 환경보호 캠페인, 현장체험 등을 주제로 매년 500여 명의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그위그 캠페인 

(I Green We Green)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시즌 1: 일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 시즌 2: 뜯버(라벨 뜯고 버리기) 캠페인, 시즌 3: 산해진미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사회적기업 우시산 공동)

산해진미 캠페인

산과 바다를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지켜내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캠페인입니다.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이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도로교통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협회명 가입 목적 202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법정선임자 관리 100,000

한국거래소 KRX 배출권 시장 회원 770,000

청주상공회의소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개선 47,786,000

청주산업단지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 936,140

2021년 기준 협회 가입 현황

협회명 가입 목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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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글로벌 사업장 및 LiBS 생산능력 현황

서울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증평 증평공장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82-41

청주 청주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5번길 50

중국 SK hi-tech battery materials Co., Ltd. 17, Fuxing south Rd, jintan district, Changzhou city, Jiangsu, CHINA

폴란드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ul. Innowacyjna 1, 42-520 Dąbrowa Górnicza, Poland

소재지 사업장 상세주소

Sustainability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글로벌 LiBS 생산능력

가치 창출 데이터

경제적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매출액 263,037 469,309 603,767

영업이익 80,556 125,219 89,176

구분 20192) 2020 20213)

1)

1)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연결 재무제표 기준1)

2019년: 회사의 설립시기인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적2)

2021년: 폴란드 사업장 매출액 및 연결조정이 추가 반영됨3)



사회적 가치: 경제간접 기여성과

(단위: 억 원)

11,088 2,109 3,918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 사회적 가치 내 경제간접 기여성과를 보고함

사회적 가치: 환경성과

(단위: 억 원)

-12,588 3,099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 사회적 가치 내 환경성과를 보고함

사회적 가치: 사회성과

(단위: 억 원)

396 97 421 741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 사회적 가치 내 사회성과를 보고함

조세 보고 데이터

세금관할국가별 조세 보고

(단위: 백만 원)

한국 LiBS/FCW 생산 394,855 40,348 -5,378

중국 LiBS 생산 229,738 89,133 22,091

폴란드 LiBS 생산 24,728 -5,068 1,760

명목세액 및 실질세액 *국내기준

세전이익 천원 130,785,389 40,347,617

명목세액 천원 31,188,064 9,302,123

명목세율* % 23.9 23.1

실질세액 천원 37,692,341 -5,377,748

실질세율 % 28.8 -13.3

*명목세율: 회사의 적용세율인 24.2%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

고용 배당 납세

공정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제품/서비스 사회공헌

구분 주요 비즈니스 활동 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세액 및 세율 단위 2020 2021



명목세액/실질세액 차이발생 이유 *국내기준

(단위: 천 원)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1,273,066 -4,562,403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5,218,849 63,774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의 변동 - -2,215,748

미환류소득 세액효과 7,516,817 -6,332,478

기타 - 291,742

과거기간 법인세 환급액 등 -4,958,323 -1,924,759

차이 합계 6,504,277 -14,679,872

*2021년의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이 36% 차이나는 이유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11%), 미환류소득 세액감소효과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출연금에 따라 20/21년 미환류소득

상쇄, 약 16%) 등에 기인

차이발생 이유 2020 2021*



ESG DATA

지배구조 데이터

이사회 구성 현황

사내 노재석 남 현)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현)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이사 

전) 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 대표 

전) SK이노베이션 I/E 소재사업부장

소재산업 2019.04.01 2025.03

사외 송의영 

(선임사외이사)

남 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분과 의장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리스크 관리 2020.12.21 2023.03

사외 강율리 여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 변호사 

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전) (사)세계한인법률가회 재무이사

리스크 관리 2020.12.21 2023.03

사외 김태현 여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현) 한국증권학회 이사 

전) 울산과학기술원 경영학부 조교수 

전) 미국 노트데임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회계/재무 2020.12.21 2023.03

사외 안진호 남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현) 이솔(주) 사외이사 

전) 한양대학교 산학헙력단장/연구처장 

전)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본부 나노융합단 단장

소재산업 2022.03.28 2025.03

기타비상무 김준 

(의장)

남 현) SK이노베이션(주) 대표이사/부회장 

현) SK지오센트릭(주) 기타비상무이사 

현) SK온(주) 기타비상무이사 

현) SK루브리컨츠(주) 기타비상무이사 

전) SK에너지(주) 대표이사/사장

기업경영 2022.03.28 2025.03

2022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임원 변동사항 반영

구분 성명 성별 주요 경력 전문분야 최초 선임일 임기

Sustainability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사외이사 산업 전문성 교육

사업영역 100%
전방산업 Seminar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LiBS 산업 등)

이사 감사의 보수 현황

인원수 명 2 3 5

보수총액 백만 원 456 216 672

1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228 72 134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3) 감사위원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요 주주 지분 소유 현황

SK이노베이션 43,633,432 61.2%

국민연금공단 3,570,302 5.0%

기타 24,093,858 33.8%

총합 71,297,592 100.0%

2021년 12월 31일 기준

윤리경영 데이터

2021년 윤리 제보 및 조치 건수

(단위: 건)

금품/향응수수 0 0 0 0 0

겸업/이해상충 0 0 0 0 0

금전대차 0 0 0 0 0

성희롱 및 직장예절 0 0 0 0 0

기타 1 0 0 0 1

교육 실시 주제 사외이사 참석률 주요 교육 내용

1)

구분 단위 사내이사2) 사외이사3) 합계

구분 주식수 지분율

윤리 위반 유형 제보 건수
사항별 조치 시행 건수

면직 감봉 정직 기타

1)



(단위: 건)

윤리 비연관성 제보 3 0 0 0 3

전체 4 0 0 0 4

1) 기타: 조사 대상이 아닌 윤리 위반 관련 문의.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 

2) 윤리 비연관성 제보: 윤리 위반 관련이 아닌 단순 문의.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

반부패 진단 현황

(단위: 건)

윤리강령 위반 현황 0 0 0

임직원 윤리교육 참여 현황

윤리경영 교육 대상 인원

국내 구성원 명 100 161 201

해외 구성원 명 - 39 153

구성원 합계 명 100 200 354

윤리경영 교육 참여 인원

국내 구성원 명 97 160 201

해외 구성원 명 - 36 148

구성원 합계 명 97 196 349

협력사 명 1,172 2,587 2,621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
구성원 % 97 98 99

협력사 % 16 31 30

윤리경영 설문 참여도
구성원 % 77.9 73.2 63.9

협력사 % 41.9 42.3 41.5

1) 국내 구성원 교육 대상 인원: 교육 시기에 재직 중인 전 구성원 대상 

2) 해외 구성원 교육 대상 인원: 생산직 등 이메일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교육 가능한 구성원 대상

윤리 위반 유형 제보 건수
사항별 조치 시행 건수

면직 감봉 정직 기타

2)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1)

2)



정보보호 데이터

정보보호 교육 참여 현황

임직원 참여 직원수 명 254

파트너 참여 인원수 명 388

위, 수탁사 참여 업체수 개 33

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사례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위반 사건 발생 건수 건 0 0 0

고객 개인정보 관련 위반 사건 발생 건수 건 0 0 0

데이터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수 명 0 0 0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 위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총 벌금/과징금/범칙금 등의 액수
원 0 0 0

구분 단위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ESG DATA

환경경영 전략 및 추진 체계 데이터

환경 투자액

(단위: 억 원)

환경 투자 총액 75.0 65.5 218.0

ISO 14001 인증현황

(단위: %)

취득현황* 20 80 100

인증사업장 중국 국내, 중국 국내, 중국, 폴란드

*취득현황: 전체 사업장 대비 인증 받은 사업장의 비율로 계산

환경교육 실적

(단위: 시간)

1인당 SHE 연 교육시간 28.8 22.8 27.0 35.1 36.9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21 2022 목표 2023 목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Sustainability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환경/안전 법규 위반 및 벌금액

위반 건수 건 4 0 0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백만 원 7 0 0

과태료 80만원 이상 건 및 외부 공시 기준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한국

tCO e
38,806 43,789 41,856

중국 - - 18,742

Scope2
한국

tCO e
72,681 85,699 417

중국 - - 125,577

Total
한국

tCO e
111,487 129,488 42,273

중국 - - 144,319

원단위(집약도)
한국

tCO e/억 원
32.0 28.1 10.7

중국 - - 62.8

Scope3 한국+중국 tCO e - - 446,695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원단위(집약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을 국내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1)

2019년 원단위(집약도) 배출량은 연간 영업성과의 실질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목적감사보고서 상 매출액 수치(3,485억)를 바탕으로 산출2)

1)

구분 지역2) 단위 2019 2020 2021

3)

2

4) 2

5)

2

6) 2

7) 2

온실가스 배출량: CO , CH , N O 배출량을 포함하며, 그 외 온실가스는 배출되지 않음1) 2 4 2

폴란드 사업장은 2022년 附 보고범위에 포함2)

한국: 3월 배출권거래제 검증 時 외부검증 및 보고 완료3)

시장기반(Market-based)4)

녹색요금제 적용(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량 82,694 tCO e) 반영5) 2

원단위(집약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을 각 지역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6)

Scope3: 국내외 사업장 통합 보고함7)



에너지 사용량

직접

천연가스(LNG)
한국

TJ
- 862 826

중국 - - 367

경유

한국

TJ
- 0.05 0

중국 - - 0

휘발유

한국

TJ
- 0.02 0

중국 - - 0

간접

전력

한국

TJ
- 1,762 1,737

중국 - - 535

스팀

한국

TJ
- 0 0

중국 - - 250

총 에너지 소비량
한국

TJ
2,259 2,625 2,563

중국 - - 1,151

총 에너지 소비량 원단위*
한국

TJ/만m
0.04 0.05 0.05

중국 - - 0.02

*총 에너지 소비량 원단위: 지역별 총 에너지 소비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전력 소비량

전기구매

한국

MWh
155,883 183,804 180,909

중국 - - 148,592

총 전력 소비량
한국

MWh
155,883 183,804 180,909

중국 - - 148,592

총 재생에너지 소비량
한국

MWh
0 0 180,000

중국 - - 0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한국

%
0 0 99.5

중국 - - 0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2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1)

2)

전기구매: ESS 포함1)

2021년 재생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82,694 tCO e에 달함2) 2



Value Chain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 e)

통근차량 - 343 1,071 0

출장 - 69 217 0

1) 국내외 사업장 통합 보고함

친환경 공정 데이터

폐기물 배출량

일반

재활용

한국 톤 2,808 3,690 3,135

중국 톤 - - 2,351

소각

한국 톤 3 18 7

중국 톤 - - 0

기타(중화)
한국 톤 0 0 0

중국 톤 - - 0

합계

한국 톤 2,811 3,708 3,142

중국 톤 - - 2,351

지정

재활용

한국 톤 7,426 7,148 7,189

중국 톤 - - 5,130

소각

한국 톤 320 248 97

중국 톤 - - 0

기타(중화)
한국 톤 6 15 0

중국 톤 - - -

합계

한국 톤 7,752 7,411 7,286

중국 톤 - - 5,130

총 폐기물 배출량
한국 톤 10,563 11,118 10,428

중국 톤 - - 7,483

총 배출량 원단위*
한국 톤/만m 0.20 0.21 0.22

중국 톤/만m - - 0.15

재활용 비율
한국 % 97 97 99

중국 % - - 100

*총 배출량 원단위: 지역별 폐기물 총 배출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1)

2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2

2



용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한국 톤 688,103 775,570 49,858

중국 톤 - - 485,290

공업용수

한국 톤 - 718,216 773,832

중국 톤 - - 0

수자원 민감지역 취수량
한국 톤 0 0 0

중국 톤 - - 0

총 용수 사용량
한국 톤 688,103 1,493,786 823,690

중국 톤 - - 485,290

총 사용량 원단위
한국 톤/만m 13.23 28.73 15.84

중국 톤/만m - - 9.71

용수 재활용량
한국 톤/일 0 0 391

중국 톤/일 - - 0

용수 재활용 비율
한국 % 0 0 17.9

중국 % - - 0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오수

한국 m - 49,328 47,735

중국 m - - -

총 폐수 배출량(폐수 + 위탁)
한국 m 101,408 107,634 108,623

중국 m - - 1,782

BOD 배출량
한국 kg 183 301 174

중국 kg - - 0

BOD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04 0.006 0.003

중국 kg/만m - - -

COD 배출량
한국 kg 296 363 405

중국 kg - - 89

COD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06 0.007 0.008

중국 kg/만m - - 0.003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1)

2

2

2)

3)

총 사용량 원단위: 지역별 용수 총 사용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1)

2021년 용수 재활용량: 보일러 스팀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 스팀 원수(210톤/일) 및 공업용수 원수로 재이용(181톤/일)2)

2021년 용수 재활용 비율: 회사 내 환경지표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재활용 용수량 확인3)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3

3

1)

3

3

2)

2

2

3)

2)

2

2



T-N 배출량
한국 kg 99 81 138

중국 kg - - 21

T-N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02 0.002 0.003

중국 kg/만m - - 0.00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OC 배출량
한국 톤 256.20 219.55 149.86

중국 톤 - - 0

VOC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4.93 4.22 2.88

중국 kg/만m - - 0

먼지 배출량
한국 톤 1.00 2.00 1.17

중국 톤 - - 0

먼지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2 0.04 0.02

중국 kg/만m - - 0

NOx 배출량
한국 톤 3.00 19.00 21.09

중국 톤 - - 1.55

NOx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06 0.37 0.41

중국 kg/만m - - 0.05

SOx 배출량
한국 톤 0 0 0

중국 톤 - - 0

SOx 배출량 원단위
한국 kg/만m 0 0 0

중국 kg/만m - - 0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2)

2

2

폐수 배출량: 위탁폐수 및 폐기물로 처리중인 폐수 포함1)

배출량 원단위: 지역별 총 배출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2)

COD 배출량: 한국의 경우 TOC 기준3)

구분 지역 단위 2019 2020 2021

1)

2)

3)

4)

2

2

4)

2

2

4)

2

2

4)

2

2

VOC 배출량 :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을 VOC에 포함하여 산정1)

한국 : 점오염원 + 비산오염원2)

중국 : 점오염원3)

배출량 원단위: 지역별 총 배출량을 지역별 LiBS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4)



그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데이터

친환경 제품 매출액

(단위: 백만 원)

LiBS 262,790 466,668 603,362

글로벌 LiBS 증설 계획

배터리 소재사업 투자액

(단위: 억 원)

투자지출 5,733 6,010

2021년 10월 폴란드 공장 증설 투자를 위해 폴란드 법인에 2,998억 원(2.5억 달러) 출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백만 원 14,889 24,480 33,589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4.3 5.2 5.6

지적재산권 신규 등록

(단위: 건)

신규 등록: 국내 1 16 35

신규 등록: 해외 12 7 9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ESG DATA

화학안전성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성과

(단위: 건)

화학물질 노출사고 0 0 0 0 0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 기준초과 사고 0 0 0 0 0

제품별 유해성 평가 비율

(단위: %)

제품별 유해성 평가 비율 100 100 100 100 100

유해물질 관리 지표

(단위: %)

LiBS - 0 0 0 0 0

CCS - 0 0 0 0 0

FCW N,N-DIMETHYL ACETAMIDE 2 미만 2 미만 - - 0

1) 국제 화학물질 규제 대상물질: RoHS, EU REACH SVHC, Sin List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2) N,N-DIMETHYL ACETAMIDE: EU REACH SVHC, Sin List 규제 물질. FCW 내 2%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음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구분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구분 국제 화학물질 규제 대상물질1)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2)

Sustainability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전과정 평가 수행 비율

(단위: %)

전과정 평가 99 99 99 100 100

제품별 매출액 기준

구성원 데이터

교육훈련 투자 *국내기준

총 교육 비용 백만 원 151 629 739

1인당 교육 비용 백만 원/명 1.3 3.7 3.2

임직원 연평균 교육시간 

(1인당 교육 시간)
시간/명 103.6 147.2 101.9

교육받은 임직원 비율 % 100 100 100

구성원 참여도

참여도 점 75.1 75.0

행복도 점 75.5 75.9

응답비율 % 83.7 83.9

육아휴직 현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명 1 1 0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 명 0 0 0

총 육아휴직 사용자 명 1 1 0

육아휴직 사용후 업무 복귀율 % 100 0 0

육아휴직 복귀후 12개월 유지율 % 100 0 0

구분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2050 목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해외사업장(중국, 폴란드) 포함시, 1인당 임직원 평균 교육시간은 38.8시간이며, 1인당 교육 비용은 87만 원으로 추산됨.1)

구분 단위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노사협의회 횟수 회 3 4 4

협의 안건 건 9 15 18

처리 안건 건 9 15 18

구성원 고충 접수 현황 *국내기준

고충 접수 건 1 3 2

고충 처리 건 1 2 2

처리율 % 100 67 100

노동조합 가입 현황 *해외포함

전체 임직원 수 명 159 378 933

가입 대상자 명 48 187 304

노동조합 가입자 명 9 128 231

전체 임직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 % 6 34 25

가입 대상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 % 19 68 76

단체교섭 적용 비율 % 100 100 100

여성관리자 비율 *국내기준

(단위: %)

총 여성 인력 비율 18.5 22.3 21.6

관리자 직급  

여성 인력 비율

실무관리자 18.2 23.5 14.3

최고관리자 0 0 0

STEM  관련 직무 내 여성 비율 11.1 9.7 6.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1)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과학, 기술, 공학, 수학)1)

2021년 매출발생 부서(지원부서 제외) 내 여성 관리자 직급 비율: 4.3%2)



구성원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총 인원 119 166 236

고용형태별

정규직 102 152 224

비정규직 17 14 12

성별

남성 97 129 185

여성 22 37 51

연령별

30세 미만 22 30 28

30~50세 미만 80 114 193

50세 이상 17 22 15

업무영역별 사무직 119 166 236

소수그룹

외국인 0 0 1

장애인 6 6 5

국적별 한국 119 166 236

글로벌 구성원 현황

(단위: 명)

총 인원 40 212 697

해외파견 13 28 37

현지채용 27 184 660

구성원 고용형태별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정규직

남 87 123 181

여 18 32 43

비정규직

남 10 6 4

여 4 5 8

구분 2019 2020 2021

1)

2)

사무직: 국내 사무직에는 엔지니어, 기술감독직 포함1)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2)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구성원 연령별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50세 이상 임원
남 3 3 4

여 0 0 0

50세 이상 직원
남 14 18 10

여 0 1 1

30~50세 임원
남 0 0 1

여 0 0 0

30~50세 직원
남 66 90 156

여 14 24 36

30세 미만 임원
남 0 0 0

여 0 0 0

30세 미만 직원
남 14 18 14

여 8 12 14

신규 채용 현황 *국내기준

(단위: 명)

신규 채용 49 64 117

직급

직원 49 64 117

임원 0 0 0

성별

남성 39 48 86

여성 10 16 31

연령별

30세 미만 5 6 2

30~50세 미만 26 48 100

50세 이상 18 10 15

소수그룹

외국인 0 0 1

장애인 5 1 4

국적별 한국 49 64 117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퇴직 및 근로 연수 현황 *국내기준

퇴직률 % 5.7 4.0 16.8

자발적 이직 % 5.0 4.0 16.2

비자발적 이직 % 0.7 0 0.6

평균 근속년수 년 7.4 7.3 6.0

구성원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총 인원 159 378 933

고용형태별

정규직 130 309 588

비정규직 29 69 345

성별

남성 123 297 688

여성 36 81 245

연령별

30세 미만 33 137 325

30~50세 미만 104 216 568

50세 이상 22 25 40

업무영역별

생산직 0 104 501

영업직 0 0 3

사무직 159 274 429

소수그룹

외국인 11 60 376

장애인 6 6 5

국적별

한국 119 166 236

중국 22 130 286

폴란드 18 82 411

구성원 고용형태별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정규직

남 108 242 480

여 25 70 113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1)

2)

사무직: 국내 사무직에는 엔지니어, 기술감독직 포함1)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2)

2021년도 국적별 관리자 직급(평가/근태 관리 권한 보유) 인원: 한국 35명, 중국 12명, 폴란드 10명3)

구분 2019 2020 2021



(단위: 명)

비정규직

남 14 49 207

여 12 17 133

구성원 연령별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50세 이상 임원
남 4 4 5

여 0 0 0

50세 이상 직원
남 18 20 28

여 0 1 7

30~50세 임원
남 0 0 1

여 0 0 0

30~50세 직원
남 83 168 398

여 21 48 169

30세 미만 임원
남 0 0 0

여 0 0 0

30세 미만 직원
남 18 105 256

여 15 32 69

신규 채용 현황 *해외포함

(단위: 명)

신규 채용 76 225 642

직급

직원 76 225 642

임원 0 0 0

성별

남성 52 178 465

여성 24 47 177

연령별

30세 미만 9 6 22

30~50세 미만 38 111 370

50세 이상 29 108 250

소수그룹

외국인 0 0 1

장애인 5 1 4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단위: 명)

국적별

한국 51 64 117

중국 12 101 189

폴란드 13 60 336

2021년도 한국 국적 구성원 중 미국 국적자 1명 포함

퇴직 및 근로 연수 현황 *해외포함

퇴직률 % 5.4 12.9 26.5

자발적 이직 % 11.3 11.3 17.2

비자발적 이직 % 1.6 1.6 9.3

평균 근속년수 년 6.2 3.9 2.3

안전 및 보건 데이터

안전보건 교육 성과

(단위: 시간)

1인당 SHE 연 교육시간 28.8 22.8 27.0 35.1 36.9

안전 사고 현황 성과 및 목표

사망사고 수 건 0 0 0 0 0

구성원 근로손실재해율(LTIFR) 건/백만시간 0 0 0 0 0

협력사 근로손실재해율(LTIFR) 건/백만시간 0 1.43 2.39 0 0

Tier1 사고 수 건 0 0 0 0 0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병률(OIFR) 건/백만시간 0 0 0 0 0

1) 총 근로시간 1,401,046 시간 내 2건 발생 

2) 협력사 근로시간 1,253,336 시간 내 3건 발생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목표 2030 목표

1) 2)



협력사 ESG 데이터

협력사 ESG 평가 대상

기업수 개사 234 54 44

거래액 백만 원 351,117 337,007 291,141

비중 % 100 95.9 82.9

협력사 ESG 평가 High 리스크 업체 비율

환경적 리스크

환경경영 시스템 Low 0% (0)

대기오염 Moderate 0% (0)

폐기물 배출 Moderate 4.5% (2)

인권/노동 및 사회적 리스크

인권/노동 기준 Low 15.9% (7)

사업장 안전 보건 Moderate 20.5% (9)

업무상 질병 Medium 27.3% (12)

공급망 노동 정책 High 31.8% (14)

윤리/지배구조 리스크
지배구조 Medium 25.0% (11)

윤리경영 Moderate 18.2% (8)

사회공헌 데이터

기부 및 후원 내역

(단위: 원)

폴란드 스피삭 국제 음악 콩쿨 후원 20,576,500

헝가리 이반차 지역사회 후원 29,550,000

한국세무학회 10,000,000

최종현학술원 400,000,000

고등교육재단 200,000,000

사랑의 김장나눔 후원 30,000,000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ACEP) 후원금 20,000,00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11,900,000,000

구분 단위 등록 협력사1) 핵심 협력사 2021년 평가 협력사

등록 협력사: 글로벌 구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회사는 제외되었음1)

주요 리스크 요소 리스크 세부 내용 리스크 수준 High 리스크 비율 (회사 수)

기부처 2021



사회공헌 지출 금액

사회공헌성 비용
현금 기부 백만 원 27.0 50.0

127.6
현물 기부 백만 원 0 1.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성 비용 비중 % 0 0 2.1

1) 현금 기부: 국내기준  

2) 현물 기부: 제품 및 서비스, 프로젝트/파트너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성과 포함

임직원 봉사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시간 837 135 428

참여인원 명 242 59 218

봉사활동 시간 비용* 원 22,553,986 8,988,372 5,564,796

*봉사활동 시간 비용: 구성원 총 봉사시간 * 시급

협회 가입 현황

(단위: 원)

충북, 세종 환경보전협회 환경 정책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2,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 정책동향 파악 및 정보 입수 681,000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위험물 법적선임자 관리 132,00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법정선임자 관리 100,000

한국거래소 KRX 배출권 시장 회원 770,000

청주상공회의소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개선 47,786,000

청주산업단지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 936,140

2021년 기준 협회 가입 현황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1)

2)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협회명 가입 목적 2021



POLICIES & INITIATIVES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

인권 정책

협력사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SK아이이테크놀로지 기업지배구조헌장 (국문) 바로가기 

윤리규범 (국문) 다운로드 

윤리규범 (영문) 다운로드 

윤리규범 실천지침 (국문) 다운로드 

윤리규범 실천지침 (영문) 다운로드 

인권 정책 (국문) 다운로드 

인권 정책 (영문) 다운로드 

협력사 행동규범 (국문) 다운로드 

협력사 행동규범 (영문) 다운로드 

생물다양성 및 산림파괴 금지 원칙 (국문) 다운로드 

생물다양성 및 산림파괴 금지 원칙 (영문) 다운로드 

정책 보기 및 다운로드

지속가능성 정책 참여 이니셔티브

http://www.skietechnology.com/ir/ms1.asp
http://www.skietechnology.com/ir/ms1.asp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guidelines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guidelines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guidelines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ode_of_ethics_guidelines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human_rights_policy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human_rights_policy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human_rights_policy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human_rights_policy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supplier_code_of_conduct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supplier_code_of_conduct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supplier_code_of_conduct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supplier_code_of_conduct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biodiversity_no_deforestation_policy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biodiversity_no_deforestation_policy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biodiversity_no_deforestation_policy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biodiversity_no_deforestation_policy_eng.pdf


POLICIES & INITIATIVES

UNGC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 2007년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 영향으로, 회사 설립 시점인 2019년 이래로 UNGC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UN SDGs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

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0년 11월 RE100 추진 공표 이후, 2021년 9월 RE100 글로벌 이니셔

티브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세계 사업장 내 전력을 친환경으로 100%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행중입니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21년 상장 이후 시가총액과 유동 시총을 기준으로 2021년 8월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되었고, MSCI에서 실시하는 ESG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지속가능성 정책 참여 이니셔티브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을 위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TCFD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과 활동 등

우리의 노력에 대해 대외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ies)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상장 이후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2022년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Asia Pacific, Korea 평가 대상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REPORTING FRAMEWORKS

GRI 100 (Universal Standards)

조직프로필 102-1 조직명칭 SK아이이테크놀로지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제품소개 

102-3 본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102-4 사업 지역   비즈니스 모델 - 사업장 현황 

102-5 소유 구조 및 법적 형태   지배구조 - 소유구조 및 의결권 

102-6 시장 영역   비즈니스 모델 - 주요 제품 

102-7 조직의 규모   가치 창출 - SK Double Bottom Line - 경제적 가치  ,  

구성원 - 다양성 - 구성원 현황 데이터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구성원 - 다양성 - 구성원 현황 데이터 

102-9 조직의 공급망   협력사 ESG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해당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리스크 관리 - 잠재 리스크의 관리 

102-12 외부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대응 - RE100 글로벌 이니셔티브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102-13 협회 멤버십   사회공헌 - 사회공헌 전략 및 핵심 성과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CEO 메시지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리스크 관리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윤리경영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윤리강령 - 윤리정책 및 윤리강령 - 윤리 제보 프로세스 

지배구조 102-18 지배구조   지배구조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 경영 - 이사회 산하 위원회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 경영 - 이사회 구성 현황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 경영 - 이사회 독립성 및 전문성 

102-25 이해관계 상충   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 경영 - 이사회 독립성 및 전문성 

구분 GRI

번호

지표명 Contents

GRI SASB TCFD GRI 지표코드(예, 203-1) 또는 지표명을 입력해 주세요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Business-Model#a1-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Business-Model#a1-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Business-Model#a1-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e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Business-Model#a1-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Value-Creation#b1-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mployee#n4-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mployee#n4-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upplier-esg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Risk-Management#h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Policies-and-Initiatives?p=Initiatives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ocial-Contributions#r1-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Policies-and-Initiatives?p=Initiatives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EO-Message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Risk-Man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thical-Man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thical-Management#f1-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e1-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e1-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e1-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e1-2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 경영 - 이사회 독립성 및 전문성 

102-35 보상정책   지배구조 - 성과평가와 보수 지급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이해관계자 참여 

102-41 단체협약   구성원 - 기업문화 - 건전한 노사관계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사업보고서 (2021.12) - XI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상세)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보고 범위 및 검증 

102-47 Material Topic 리스트   중요성 평가 - 핵심 중요주제 관리 

102-48 정보의 재기술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주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02-49 보고의 변화 보고 정책의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102-50 보고 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 범위 및 검증 

102-51 가장 최근 보고일자 2021년 8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102-52 보고 주기 1년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SKIET_ESG@sk.com 

102-54 GRI Contents에 따른 보고 방식 GRI Standard Core Option 

102-55 GRI Index 현재 페이지 

102-56 외부검증   보고 범위 및 검증 - 제3자 검증의견서 

경영 접근법 103-1 Material Topic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중요성 평가 - 핵심 중요주제 관리 

1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GRI Table의 각 중요주제별 MA란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103-3 경영 방식 평가 GRI Table의 각 중요주제별 MA란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구분 GRI

번호

지표명 Contents

http://localhost:3000/static_page/Corporate-Governance#e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takeholder-Eng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mployee#n3-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takeholder-Eng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takeholder-Eng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takeholder-Engagement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800047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Materiality-Assessment#d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About-This-Report-and-Assurance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archived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About-This-Report-and-Assurance?p=Independent-Assurance-Stat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Materiality-Assessment#d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About-This-Report-and-Assurance


GRI 200 (Economic)

경제성과 MA 경제성과 경영접근방식   비즈니스 모델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가치 창출 - SK Double Bottom Line - 경제적 가치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분석 

간접적 경제 효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   사회공헌  ,   가치 창출 - SK Double Bottom Line -

사회적 가치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비즈니스 모델  ,   가치 창출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윤리경영 - 공정거래/윤리경영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윤리경영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윤리경영 

경쟁 저해 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적발사례가 없습니다.  

구분 GRI

번호

지표명 Contents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Business-Model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Value-Creation#b1-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5-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Social-Contributions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Business-Model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Value-Creation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thical-Management#f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thical-Man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Ethical-Management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Value-Creation#b1-2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Value-Creation#b1-2


GRI 300 (Environmental)

에너지 MA 에너지 경영 접근   기후변화 대응 - Net-Zero 정책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신재생에너지 도입  ,  

기후변화 대응 - RE100 글로벌 이니셔티브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Value Chain

탄소 절감 파트너십 

302-3 에너지 집약도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용수 및 폐수 303-1 공유 자원으로서의 물과의 상호작용   친환경 공정 - 수자원 관리 -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303-2 물 방류 관련 영향의 관리   친환경 공정 - 수자원 관리 

303-3 취수   친환경 공정 - 수자원 관리 -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Value Chain

탄소 절감 파트너십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305-6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친환경 공정 -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MA 폐기물 경영 접근   환경경영 전략 및 추진 체계 - 친환경 경영 Vision 및 정책  ,

  친환경 공정 

306-1 폐기물 생산 및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친환경 공정 - 폐기물 관리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친환경 공정 - 폐기물 관리 

306-3 폐기물 발생   친환경 공정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배출량 

306-4 재활용 처리되는 폐기물   친환경 공정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배출량 

306-5 폐기 처분되는 폐기물   친환경 공정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배출량 

환경규제위반 307-1 환경법규 위반   환경경영 전략 및 추진 체계 - 환경 컴플라이언스 

구분 GRI

번호

지표명 Contents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1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4-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4-4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4-3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static_page/Climate-Change#j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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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0 (Social)

고용 401-1 신규채용과 이직   구성원 - 다양성 - 구성원 현황 데이터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구성원 - 기업문화 

401-3 육아휴직   구성원 - 다양성 - 구성원 현황 데이터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 및 보건 - 안전보건경영 체계 

403-2 위험성 인식 및 평가, 사고 조사   안전 및 보건 - 안전 관리 성과 

403-3 작업장 보건 서비스   안전 및 보건 - 구성원 건강 보건 

403-4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노동자 참여, 자문 및

커뮤니케이션

  안전 및 보건 - 안전 관리 성과 - 안전보건 소통 활동 

403-5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련 근로자 교육   안전 및 보건 - 안전 관리 성과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안전 및 보건 - 구성원 건강 보건 

403-9 업무 관련 상해   안전 및 보건 - 구성원 건강 보건 - 안전 사고 현황 성과 및 목표



403-10 업무 관련 질병   안전 및 보건 - 구성원 건강 보건 - 안전 사고 현황 성과 및 목표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구성원 - 구성원 역량강화 - 인재육성 체계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원 - 구성원 역량강화 - 인재육성 체계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구성원 - 다양성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인권 -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 -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개선조치 

아동노동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인권 -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 -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개선조치  ,   협력사 ESG - 협력사 ESG 평가 

강제노동 409-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   인권 -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 -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개선조치  ,   협력사 ESG - 협력사 ESG 평가 

원주민 권리 411-1 원주민의 권리 침해사고 건수와 취해진 조치 보고기간 내 심각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원주민 권리 침해 사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평가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인권 -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그리고 발전프로그램 운영

비율

  사회공헌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

보고기간 중 심각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공급망 관리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스크리닝된 신규 협력회사 신규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거래, 동반성장 계약 서면 관리,

노사관계, 환경 및 안전 법규 준수 등 ESG 관련 사항 등을 심사

기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414-2 공급망 내 주요한 부정적인 사회 영향과 이에 대한 시행

조치

  협력사 ESG 

공공정책 415-1 정치적 기부   사회공헌 - 사회공헌 전략 및 핵심 성과 - 지역사회와의 상생 

고객 안전보건 MA 고객 안전보건 경영 접근   화학안전성 - 제품 안전성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 보고기간 중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라벨링에 관한 법률 및

자율규정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구분 GRI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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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정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마케팅 및 라벨링 417-1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화학안전성 - 제품 안전성 - 제품 함유 화학물질 공개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보고기간 중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라벨링에 관한 법률 및

자율규정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정 위반 보고기간 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규정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고객정보보호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정보보호 - 모니터링 및 실사 - 정보보호 모니터링 주요활동 및

성과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보고기간 중 중대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구분 GRI

번호

지표명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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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FRAMEWORKS

SASB Disclosures

활동지표 RT-CH-000.A 보고가능한 분류에 따른 생산량 m² LiBS 연간 생산능력 13.6억 (한국 5.2억, 중국 5.0억, 폴란드

3.4억)  

  비즈니스 모델 - 사업장 현황 

온실가스 배출 RT-CH-110a.1 (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2) 배출

제한 규제 적용비율

tCO2e,

%

(1) GRI 305-1, (2) SK아이이이테크놀로지 주사업장인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당사는 배출권 목표관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비율:

100%)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RT-CH-110a.2 중장기 Scope 1 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노력과 평가

정성 GRI 305-5  

  기후변화 대응 - Net-Zero 정책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대기질 RT-CH-120a.1 (1) NOx, (2) SOx, (3) VOC, (4) 유해

대기배출물질 배출량

톤 GRI 305-7  

  친환경 공정 - 대기오염 관리 

에너지 관리 RT-CH-130a.1 (1) 총 에너지 사용량, (2) 전기 에너지

비율, (3) 신재생에너지 비율, (4)

에너지 생산 총량

MWh GRI 302-1, GRI 302-3, GRI 302-4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용수 관리 RT-CH-140a.1 (1) 총 취수량, (2) 총 물 사용량 및

고위험 지역의 비율

m³, % (1) GRI 303-3, (2) GRI 303-MA  

  친환경 공정 - 수자원 관리 

RT-CH-140a.2 수질 관련 사고, 규제, 표준 위반 건 수 건 0  

RT-CH-140a.3 물 관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정성 GRI 303-MA, GRI 303-1  

  친환경 공정 - 수자원 관리 - 물 리스크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RT-CH-150a.1 유해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비율 톤, % GRI 306-3  

  친환경 공정 - 폐기물 관리 

커뮤니티 관계 RT-CH-210a.1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참여 절차

정성 GRI 102-44  

  이해관계자 참여 

안전 및 보건 RT-CH-320a.1 (1) TRIR, (2) 사망사고 - (a)임직원,

(b)도급

비율 GRI 403-9  

  안전 및 보건 - 구성원 건강 보건 - 안전 사고 현황 성과 및

목표 

RT-CH-320a.2 장기 중대재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평가, 모니터링

정성 GRI 403-2  

  안전 및 보건 - 안전 관리 성과 

구분 SASB 코드 지표명 단위 Contents

GRI SASB TCFD SASB 코드(예, SA-101) 또는 지표명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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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단계 효율성 향상 RT-CH-410a.1 사용단계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 매출액 비율

% 당사는 환경 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LiBS 제조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분리막은 EU Taxonomy

C27.2와 E38.32에 해당합니다.  

  그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 친환경 Impact 확대 

환경 및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책임관리

RT-CH-410b.1 (1) GHS Category 1 및 2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비율, (2) 유해성

평가를 진행한 제품의 비율

비율 (1) LiBS의 주요 원료는 GHS Category 1 및 2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0%), (2)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주요 제품의 환경 및 인체 영향 평가

(LCA)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과정 평가 수행

비율은 99%에 달합니다.  

  화학안전성 - 제품 안전성 - 제품 함유 화학물질 공개  ,  

화학안전성 - 제품 안전성 - 전과정 평가 

RT-CH-410b.2 (1)화학물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2) 인체 건강 및 환경영향을

위한 대체물질 개발 노력

정성 (1) GRI 416-MA, (2) 당사의 최종 제품인 LiBS는 인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학안전성 - 제품 안전성 

GMO RT-CH-410c.1 GMO 함유 제품의 매출액 원 0  

법/규제 환경 관리 RT-CH-530a.1 산업과 관련한 사회/환경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또는 정책

제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

정성 당사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습니다(0원).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기부금은 GRI 102-13 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회공헌 - 사회공헌 전략 및 핵심 성과 - 지역사회와의 상생



운영 안전, 위기 관리 RT-CH-540a.1 중대 프로세스 사고(PSIC) 건수, 사고

비율(PSTIR), 안전도 비율(PSISR)

건,

비율

당사의 Tier1 사고수는 0건입니다.  

  안전 및 보건 - 구성원 건강 보건 - 안전 사고 현황 성과 및

목표 

RT-CH-540a.2 운송 사고 건 보고기간 중 중대한 운송사고 발생이력이 없습니다.  

구분 SASB 코드 지표명 단위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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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FRAMEWORKS

TCFD Disclosures

거버넌스 a)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

GRI 201-2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분석 

b)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측정,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감축 등 기후변화 요인

관리를 CEO 평가에 반영하는 등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략 a)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 기후 체제를 출범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2050년 Net-Zero를 목표로 더욱

강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추세가 강화될수록 탄소 관련 Risk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자, 신용평가기관, 고객 및 협력회사들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b)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 및 유럽에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탄소 감축 이행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이행(Transition)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주 생산물인

LiBS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원료로, 각국의 탄소중립

계획 이행과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높은 수준의 수요 변화가 예측되는

재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분석 

c) 2°C 또는 그 이하의 기후 시나리오를

포함한 이행 시나리오 상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리스크 관리 a)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b) 기후 관련 위험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조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전환 리스크에 따른 전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본사 ESG Unit 및 주요

생산사업장과의 면밀한 검토아래 환경관리 목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친환경 가치비전인 Zero WALS 203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

온실가스 Scope 2 Zero와 같은 전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목표를 각 사업장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제 지표명 보고내용

GRI SASB T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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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관리를 조직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와 통합하기 위한 노력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사업 전략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기후 위험과

기회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투자, LiBS 생산 계획은 전사 리스크 관리 담당인 CEO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분석 

성과 및 목표 a)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상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지표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비율, RE100

가입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b) Scope 1, Scope 2 및 가능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GRI 305-1, GRI 305-2, GRI 305-3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온실가스 배출 성과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 Value Chain 탄소 절감

파트너십 

c)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에 대한 설명, 목표 대비 달성 성과

  기후변화 대응 - Net-Zero 목표: 2035 Net-Zero 달성 

주제 지표명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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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 ASSURANCE

본 보고서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재무적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

서입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

다.    

웹 보고서의 형태로 제작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상단의 메인 메뉴 버튼을 통해 모든 주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본 웹 보고서는 정보 접근

성 제고를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3자 검증 과정을 거쳐 2022년 7월 게시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서울 본사, 청주 및 증평 사업장, 중국 현지 법인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데이터의 경우 폴란드 현지

법인까지를 포괄합니다.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본사 및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매출액 기준 최소 75% 이상의 범위를 포괄

합니다. 보고 범위와 다른 데이터의 경우 별도의 주석을 통해 표기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재무데이터는 연결기준과 일치합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정량성

과는 변화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최근 3개년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이나 유의미

한 활동 및 성과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 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표준(GRI Standards) 핵심 요건(Core Option)을 충족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의 국제통합보고프레임워크,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의 지속가능성회계표

준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1)

2) 3)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s1)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2)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3)

About This Report

이 보고서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의견서 환경 검증의견서



독립 검증

본 보고서에 담긴 재무정보는 독립 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비재무 정보는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하여 독립적 전문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문의처

주소 (031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빌딩

담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 ESG Unit

이메일 SKIET_ESG@sk.com



ABOUT THIS REPORT & ASSURANCE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해관계자 귀중

한국품질재단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요청에 의해 2021 SK아이이테크놀로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하기 명시한 검증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의견을 제시할 책임

이 있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 검증 기준 : AA1000AS(v3), AA1000AP(2018) 

• 검증 유형 : Type 1 (용수, 폐기물, 온실가스, 안전 및 보건 관련 지표에 한해 Type 2 검증)

※ Type 1: Accountability 4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성) 검증

Type 2: Accountability 4대 원칙에 더해 데이터 수집 방식 신뢰성 검증

• 검증 수준 : Moderate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여 검증]

• 검증 범위

- GRI Standards (2020) 핵심적 방식 (Core Option)

· 보고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공통 표준 (Universal Standards) 

· 특정 주제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2021 SK아이이테크놀로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의견서

이 보고서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의견서 환경 검증의견서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 

(Management Approach)
103-1, 103-2, 103-3

다양성 및 기회균등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경제성과 

(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406-1

간접 경제효과 

(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아동노동 

(Child Labor)
408-1

반부패 

(Anti-Corruption)
205-1, 205-2, 205-3

강제노동 

(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경쟁 저해 행위 

(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원주민 권리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411-1

에너지 

(Energy)
302-1, 302-2, 302-3, 302-4

인권 평가 

(Human Rights Assessment)
412-1

용수 및 폐수 

(Water and Effluents)
303-1, 303-2, 303-3

지역사회 

(Local Communities)
413-1, 413-2

배출 

(Emissions)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공급망 사회평가 

(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1, 414-2

폐기물 

(Waste)
306-1, 306-2, 306-3, 306-5

공공정책 

(Public Policy)
415-1

환경 법규 준수 

(Environmental Compliance)
307-1

고객 안전보건 

(Customer Health and

Safety)

416-2

고용 

(Employment)
401-1, 401-2, 401-3

마케팅 및 라벨링 

(Marketing and Labeling)
417-1, 417-2, 417-3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9, 403-10

고객 정보보호 

(Customer Privacy)
418-1

훈련 및 교육 

(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Socioeconomic Compliance)
419-1

검증 방법

심사팀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 시스템 및 통제의 방식과 가용한 성과 데이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재무정보: SK 아이이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직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 조

사된 자료 등

• 재무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개된 재무제표

본 검증은 서면검토와 현장심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심사 시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고서 내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절차의 유효성과 서술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

다. 이후 상기 단계에서 발견한 일부 오류, 부적절한 정보, 불명확한 표현들은 보고서 발간 전에 적절히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

다.

Topic GRI Disclosure Topic GRI Disclosure

http://dart.fss.or.kr/


적격성 및 독립성

본 검증의 심사팀은 한국품질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제3 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증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한 사항

보고서에 제시된 성과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및 대응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유의 한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팀은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 및 근거에 대해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원본 데이터 자체의 신뢰

성 확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발견사항 및 검증 결론

상기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심사팀은 본 보고서의 내용이 GRI Standards 의 ‘Core op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AA1000AP(2018)의 4대 원칙, AA1000AS(v3)의 Type 1(일부 지표에 한해 Type 2) 보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

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원칙 준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성(Inclusivity)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고객 초청 프로그램, 노사협의회, 주주총회,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같은 적절한 채널을 통하여 고

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협력사,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

된 것 이외에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대성(Materiality)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비즈니스 연관성과 이해관계자 영향도 관점에서 관련 이슈의 중대성평가를 수행한 후 우선순위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대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성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누락 없이 보고서 내에 공

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요구와 주요 관심사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 활동 및 성과가 부적절하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영향성(Impact)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경영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관련 중대이슈의 영향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

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이슈와 관련된 영향성이 부적절하게 측정·보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

지 못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데이터 수집 방식의 신뢰성

심사팀은 용수, 폐기물, 온실가스,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성 정량 데이

터 검증을 위해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데이터 샘플링 및 외부 공개 문서 등을 통해 보고서

에 수록된 성과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수집된 값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팀은 해당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권고

지속가능경영 체계화와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발전적인 접근을 권고 드립니다.

•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기재한 점이 돋

보입니다. 향후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성과 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사회/환경 분야의 정량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ESG 경영 성과 관리를 위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노력을 이해

관계자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서울, 대한민국

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ABOUT THIS REPORT & ASSURANCE

온실가스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1년 다운로드 (국문)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1년 다운로드 (영문) 

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1년 (중국 사업장) 다운로드 (영문) 

기타 간접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2021년 (Scope3) 다운로드 (영문) 

CDP 검증의견서 2021년 다운로드 (영문) 

환경 검증의견서

이 보고서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의견서 환경 검증의견서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kor.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china.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china.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scope3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GHG_assurance_statement_scope3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DP_2021_eng.pdf
http://sustainability.skietechnology.com/documents/SKIET_CDP_2021_eng.pdf



	표지
	목차
	SUSTAINABILITY
	CEO 메시지
	비즈니스 모델
	주요 제품
	사업장 현황

	가치 창출
	SK Double Bottom Line

	조세 보고
	조세 정책
	조세 납부 현황 및 유효세율 보고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중요성 평가 결과
	핵심 중요주제 관리


	GOVERNANCE
	지배구조
	이사회 중심 경영
	성과평가와 보수 지급
	소유구조 및 의결권

	윤리경영
	윤리정책 및 윤리강령
	윤리경영/공정거래
	윤리교육

	정보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니터링 및 실사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조직
	잠재 리스크의 관리


	ENVIRONMENT
	환경경영 전략 및 추진 체계
	친환경 경영 Vision
	환경 정책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 컴플라이언스

	기후변화 대응
	Net-Zero 정책
	Net-Zero 목표: 2035 Net-Zero 달성
	RE100 글로벌 이니셔티브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Support

	친환경 공정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대기오염 관리
	2022년 친환경 목표

	그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친환경 Impact 확대
	친환경 연구개발


	SOCIAL
	화학안전성
	화학안전성 정책
	공정 화학물질 관리
	제품 안전성

	구성원
	구성원 역량강화
	성과 및 보상제도
	기업문화
	다양성

	안전 및 보건
	안전보건경영 체계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 관리 성과
	구성원 건강 보건

	인권
	인권 정책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

	협력사 ESG
	공급망 관리 체계
	협력사 ESG 평가
	협력사 성장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분쟁광물

	사회공헌
	사회공헌 전략 및 핵심 성과


	ESG FACTBOOK
	ESG 데이터
	Sustainability
	Governance
	Environment
	Social

	정책 및 이니셔티브
	지속가능성 정책
	참여 이니셔티브

	보고 프레임워크
	GRI
	SASB
	TCFD

	보고 범위 및 검증
	이 보고서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의견서
	환경 검증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