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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창의적인 솔루션과 기술 혁신으로

오늘의 삶을 지키고 내일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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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 범위는 본사 및 국내외 전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적

소통하는 채널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취합에 물리적 제한이 있는 해외 사업장의 일부 환경 및 사회 지표의 경우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보고서 작성 원칙

성과는 한국 회계기준인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단, 데이터
보고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고서 검증

보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보고 내용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SK에코플랜트와 이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핵심적(Core Option) 부합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 및 UN에서 채택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량적인
성과는 최근 3개년 데이터를 제공하여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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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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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존경하는 주주, 고객, 임직원 그리고 Biz. Partner 여러분,
SK에코플랜트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새로운 사업과 기존의 건설업 역량을 결합해 Waste Zero, Net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차별화된 순환경제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사회 양극화 등 글로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은 함께 나아가면 더 밝은

SK에코플랜트는

‘Waste Zero, Net Zero’를 실현하여
‘The Zero City’의 완성을 지향하는
‘환경·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지구를 되돌리기 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 세계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2021년 낙후된 국내외 환경 산업의

선진화와 혁신에 기여하고 지구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5월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Waste

Zero, Net Zero 기반 순환경제를 구현하는 환경·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미션을 선포하였고, 지난 1년간 ESG 경영을
선도하는 환경 사업자로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환경·에너지’ 중심의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종합환경플랫폼 업체인 환경시설관리(舊 EMC홀딩스) 인수와
Bolt-on 전략에 따른 M&A를 통해 1년 만에 선도적인 환경 사업자

SK에코플랜트 CEO

박경일

Zero를 실현하는 The Zero City를 구체화하여 SK에코플랜트만의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Financial Story

를 선도적인 ESG 경영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
파리협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2040 Net
Zero’라는 과감한 환경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기를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Zero
를 목표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및 준법·윤리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오랜 시간의 노력과 성과가
성공적인 IPO로 이어질 수 있도록 ESG 경영체계를 정착시키고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E-Waste 재활용 선도기업인

SK에코플랜트는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라는 대의를 품고

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TES를 인수하여 환경 산업의 Upstream 분야로 진출하고 글로벌
1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업체 삼강앰엔티를 인수하였으며,
블룸에너지와는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료전지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의 조각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인수한 업체들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2023년 기업가치 10조 원의 환경·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여정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PMI를 통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영세하고

앞으로도 SK에코플랜트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적용하여 폐기물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AI·DT 기반 Tech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에너지 사업이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Waste to

Energy(WtE)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감사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곳,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
변화가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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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사회
SK에코플랜트는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통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ESG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윤모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은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환경 기업으로서

‘2040 Net Zero’를 달성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수

2021년 3월 ~ 2024년 3월

박경일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의 인권 존중,

2021년 3월 ~ 2024년 3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해

있도록 환경·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승호
2020년 3월 ~ 2023년 3월

노력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합니다.

김종호
2020년 3월 ~ 2023년 3월

SK에코플랜트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기 위하여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원칙 하에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한 기업경영이 곧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며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박선규
2020년 3월 ~ 2023년 3월

‘안전사고 Zero’는 언제나 최우선 시 해야 할 가치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체계를 끊임없이 혁신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성형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2021년 3월 ~ 2024년 3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도록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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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사회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성과

SK에코플랜트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SK에코플랜트 거버넌스

2023년에는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비율은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2년 7월 기준 전체 6명 중 4명이
도약의 원년으로 지배구조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명시한 ‘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신설된

ESG위원회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중요 투자 안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 방안, 기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ESG위원회의 간사는
ESG센터장(CSO)으로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pool에 대한
검토는 Negative Screening과 Positive Screening을 실시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법적 결격사유와 경영진 및 특수

관계 여부 등 독립성 저해 요인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경영(ESG), Global,
IT, HR, M&A, Venture Capital, 재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사로

구성하고 성별, 연령, 인중, 국가,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다양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상장 전 여성이사 선임을 통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며,

SK에코플랜트는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여성 이사 선임을 통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 하고,
2024년에는 산업전문가 1~2인을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

입니다. 이 외에도 연령, 국적, 장애 여부, 실무 경험 등의 다양성을 고려
하여 ESG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이사회가 총 15차례 개최되었으며 의결안건 52건과 보고

보수 산정 기준 및 보수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안건

3년 내 양도 제한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재직 중 임기

안건 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는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고 필요 시
사전 보고를 진행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실질적인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ESG 논의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ESG

이사회 책임

202 2년까지 ESG 의사 결정 강화 를 위해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상법」제397조,

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화하고 외부 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항목

다양성 및
전문성 확대
ESG
논의 확대

2022

2023

국내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사업의 이해도
강화

SK에코플랜트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거쳐 책임감경 정책을 시행하나,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자체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을

이사회 중심 ESG 경영 개선 로드맵

SK에코플랜트의 Biz Model 및 ESG 경영 고도화에 필요한 전문성을

1명
(여성)

2024

전년도 이사회
평가를 통해 도출된
논의 활성화 방안
적용

1~2명
(산업전문가등)
-

인사위원회 내
최종 후보 추천 의결

주주총회 부의안건
이사회 결의

Pool Review

인사위원회

이사회

요청이 있을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언제든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평가를 검토하고, ESG위원회에서는 경영 전략·투자 등 주요 경영활동,

주주총회

주주 권리 강화

SK에코플랜트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바람직한 주주총회를 만들기
위해 총회일 14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2021년 3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제59기 주주총회(2021년 3월 26일)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ESG위원회에서는 경영 전략이나

정기적인 온라인 포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의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 인권·윤리 경영 실천방안 등을 심의합니다.

2021년에는 ESG위원회를 총 2차례 개최하여 위원장 선임, 투자안건 및

이사회에서는 윤리경영,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 ESG와 관련성이
새로운 사업, 투자 정책 등을 ESG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재무적인 요소들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 내 ESG 안건 논의
ESG
안건 논의

주요
ESG 안건

ESG 안건 수

ESG 안건 논의 주기
ESG 기준을
적용한 신사업/
투자 정책 및
프로세스 검토

Financial Story 보고를 통해 SK에코플랜트의 사명 변경과 향후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기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Pooling

다양한 주식 연계 보상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내외 주요 사업장 시찰을 다녀왔으며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현장 실사를 강화하여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진행

내 양도 불가한 양도 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등

ESG 아젠다 논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내이사 평가·보상, 대표이사 활동
스크리닝을 통한
후보 선별

또한, 대표이사에게는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의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가 주최하는 교육에

위원회 활동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보 요청

이사회 운영

평가 및 보수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진 KPI 수립 시 매년 일정 비율로 ESG 관리
항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단위 평가 지표에도 ESG 항목을

반영 중입니다. 2022년에는 재무 지표 외에도 ESG 관리 수준 개선, Net

중대이슈
관리 검토 및 승인

거버넌스 개선

Zero, 행복, 윤리경영 수준 등 비재무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활동 계획을 연초에
보고받고 연말에 사내이사의 개별 보수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사회에서는 사내이사에 대한 개별 보수액을 의결하고, 이를 포함한

이사보수액의 한도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고 있습니다. 개별

기타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

23건

16일
· YS Tec 잔여지분 인수 관련 증자의 건
· D사 주식 인수의 건
· S사 및 D사 주식 인수의 건
· C사 주식 인수의 건
· 환경 사업 Fund 투자의 건
· 해상풍력 시장 진입 방향성
· 해상풍력 투자의 건
· E-Waste 재활용 사업 추진전략 보고
· 21년 안전/보건계획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계획
· ESG 수준제고 및 Net Zero 관련 보고
· 21년 Compliance Program 운영 결과 보고
·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 전문위원회 신설
· 이사회규정 개정
· 지배구조헌장 제정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승인
· 대규모 내부 상품용역 거래의 건
·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SK에코플랜트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에너지 산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이끌고,
Waste Zero, Net Zero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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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The Zero City Model

4

SK에코플랜트는 The Zero City를 디자인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5

Waste Zero, Net Zero,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를 결합한 The Zero City를 구현하여

6

SK에코플랜트만의 차별화된 순환경제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7
8
9

3

태양광, 풍력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고 도시에 공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에너지원으로 공급

수소 및 다양한 에너지원을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전기)를 생산하고 도시에 공급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탈탄소 전환, 에너지 자립, 폐기물·폐수의 자원순환 체계 운영
건물과 산업단지에서 사용된 물을 정화하여 자연 수계로 방류 또는 재사용

폐기물 성상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 처리
AI·DT 기반 최적의 소각로 운영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및 소각열의 에너지 전환
악취와 수질·토양오염이 없는 친환경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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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을 실현하는
환경 사업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규모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와 무분별한 처리는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을 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오늘의 삶을 지키고 내일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간 건설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솔루션을 결합하여 Waste Zero, Net Zero를 실현하는 The Zero City를

Reduce

SK에코플랜트의 The Zero City에서는 AI·DT 기술 및 솔루션을 중심으로 도시 내 환경·에너지 인프라, 주거 및 생활공간, 산업단지 등을
Waste Zero, Net Zero에 최적화된 설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도시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수전해(SOEC) 등 청정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하여 자급자족하며, 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통해 발전과 소비의 최적화를
단계인 소각과 매립에서 발생하는 열(스팀)과 가스는 WtE(Waste to Energy) 기술을 통해 전기, 수소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하여

소비

자원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Waste Zero & Net Zero

상업 건물

Waste

소각

Waste
(폐기물, 폐수)

선별장

재활용

소각

산업단지

연료전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 다각화

ESS

EMS

〮 친환경 요소기술 확보

친환경 설계

H2

친환경 시공

SOEC

친환경 운영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assive & Active Design·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적용

〮 LCA(Life-cycle Assessment, 건축물전과정평가) 수행
〮 친환경 자재 및 공법 확대 적용

(견본주택 Eco Edition, Off-site Construction 등)

〮 DT·IoT 기반 폐기물·탄소배출 측정

재활용 원료

탄소중립
산업단지

〮 친환경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Smart Recycling System 등)

말레이시아 종합환경기업 Cenviro 지분 인수를 추진하며 폐기물 Upstream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위하고 있으며, AI·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여 분산전원 예측 관리 강화 및 운영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친환경 자재 및 공법을 확대 적용하고 DT·IoT 기반 환경친화적 운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매립 분야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립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에 포함되는 신규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자원순환센터 모델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처리 분야에서는 하·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넘어 자원화와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산업에서 사용되는 초순수
영역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산업폐수 처리, 공업용수 재이용 및 무방류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Reduce: 생산 및 소비 중 자원·에너지 손실 최소화, Reuse: 폐기물 및 하·폐수 재이용, Recycle: 폐기물 재자원화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고효율 SOFC·SOEC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태양광·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최고 효율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 블룸에너지와 ‘블룸SK퓨얼셀’을 설립하고 SOFC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구미에서 SOEC를 이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진행하였고, 세계

최고의 수전해 시스템을 표준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에 ‘Hydrogen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고 SOEC 시스템 개발, 효율 개선

등을 위해 블룸에너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및 발전 공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처리

Downstream
EMC 인수 후 소각 6사,
매립 3사 Bolt-on

Upstream
사업 및

동남아 시장 진출
(TES, Cenviro 인수)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및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 및 시공기술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The Zero City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사의 역량을 결집해

탄소중립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지 내 연료전지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산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업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에너지 자립과 탈탄소화를 주도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창원스마트그린산단 RE100 추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와 연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하부구조물 아시아 1위 기업인 삼강엠앤티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포스코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고유 부유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환경 Asset
운영 효율 제고

미국 블룸에너지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리더)

AI·DT 솔루션 개발〮도입,
소각 Asset 프로세스
최적화

지분 취득

삼강엠앤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아시아 1위)

인수

주요 성과

연료전지
수주 용량
92MW 달성

과천 위버필드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획득
(비주거 건물 중 최초)

(SOFC 방식)

건설현장 내

폐배터리 활용
ESS 연계
실증사업 추진

Waste to Resource

CO2자원화
폐열 회수

친환경
인프라

〮 시공 중 환경오염·폐기물·탄소배출 저감

SK에코플랜트는 주거·상업시설, 인프라·플랜트, 산업단지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친환경적인 공간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전

매립

폐기물의 자원화

제로에너지
빌딩
장수명 주택

SK에코플랜트는 수소·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를

사업 확대

에너지 및 자원 공급

V2G

청정 수소

주요 성과
수소

전력

03

SOFC
(w/CCU)

“Smart & Green Construction 구현”

SK에코플랜트는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3R* 중심의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폐기물 소각, 매립 등 기 인수한 환경 기업들 간의

스팀, 중온수,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고, 엄격한 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Waste Zero”

분산형 에너지
플랫폼

매립 Zero화

활용하여 최적의 소각로 운영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소각 효율을 제고하고, 소각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열을 활용하여

“ECO Solution”

재생
에너지

H2

소각 분야에서는 소각을 통해 버려지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은 사람과 환경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AI·DT 기술을

AI · DT Solution

주거 건물

Waste to
Energy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Bolt-on 전략을 추진하고 환경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E-Waste 재활용 전문기업 TES 인수,

The Zero City

내일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솔루션 사업

"청정에너지 기반 Net Zero 추진"

청정 전력

Reuse

RE
C
CE YCL
NT IN
ER G

달성합니다. 이후 각종 폐기물과 폐수는 AI·DT 기술을 활용한 수거 및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재이용을 극대화하며, 폐기물 최종처리

재생E

Recycle

유통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가장 친환경적,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건물,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은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 공급

02

생산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Net Zero”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 사업

“환경문제 종합 Solution을 통한 Waste Zero 달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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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향후 계획

CCU, RVM(Reverse Vending Machine) 등 혁신 사업 개발을 통한 환경 사업 밸류 체인 확장

1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 도약 및 선진국 진입 확대

3

Upstream 본격 진출로 환경 사업 밸류 체인 완성: TES를 Anchor로 하여 E-Waste 사업 확대 및 재활용 영역 확장

2

향후 계획

종합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직주입 등을 통한 연료전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및 2024년 SOFC 국산화 50% 이상 달성

1

태양광 전문 개발사 인수를 통한 태양광 개발 사업 전 밸류 체인 구축〮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1GW 이상 재

3

도심지 분산 발전 확장 및 2024년까지 C&I(Commercial & Industrial) 연료전지 약 45MW 설치
생에너지 공급

2

향후 계획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및 탄소중립 인프라 산업단지 현실화를 통해 Net Zero Biz. 영역 선점
제로에너지건축물 표준 고도화

건물 내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친환경 시스템 구축 및 도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시작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Appendix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는 자회사
환경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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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기업

매출액

4,233

소각재 재활용률 극대화

환경시설관리(EMC)는 1997년 설립 이래 전국 1,290여 개의 하·폐수 처리시설, 4개의 소각

시설, 매립시설 및 폐유·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종합환경회사입니다. 수처리

영업이익

소각·매립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AI·DT 기반 물류

시스템 및 소각로 운전 등 혁신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 국내외 학회 등으로부터 환경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SK에코플랜트는 Bolt-on 전략에 따라 소각 기업 6곳을 인수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각

290

O&M(Operation & Maintenance, 유지·보수) 분야에서 시장 선도지위를 지키고 있으며

억원

직원 현황(2022년 6월 기준)

2,099

인정받고 있습니다.

79

%

억원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1위,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2위 등 국내 폐기물

30%

소각 사업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사업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였으며 건설업에서 쌓아온 핵심 역량과 인수기업들의 노하우
및 친환경 신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의 고도화〮선진화를 이룸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

2021년

2022년 1분기

신용평가 등급 상향

‧2022년 6월, 재무구조 및 매출·이익 개선 등을
통한 신용평가 등급 상향
‧4개 신용평가 1~2 등급 상향

기술 기반 환경 솔루션 전문 기업

Bolt-on
· 산업 수처리 분야 진입
· 소각·매립장 추가 확보

글로벌 확장
· 동남아(베트남) WtE

환경업 전반
자산 확보

1

8
환경 Asset
신속 확보
7

소각 기업 6개사 현황

더 많은
기술 확보

5

Eco Lab
기술 확보

환경
솔루션 제공
6

환경 사업 밸류 체인 확대
· 플라스틱 재활용
· 슬러지 재활용
· 폐수 재이용 등

4

2
환경문제 주도적 해결
· Net Zero
· 온실가스 및 폐기물 저감
· 재활용
· 물부족

3

자원순환 솔루션
· 폐기물·폐수 재이용
· 에너지 자립화 솔루션
· 자가소비용 전력 100%

우리를 찾는 이해관계자 증가
· SK그룹 멤버사 넷제로
· 지자체 노후 시설 현대화
· 기술 기반 강소기업 활용
· 낙후된 환경자산 보유 고객

이메디원

디디에스

그린환경기술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새한환경

위치

전남 장흥

충남 논산

충남 천안

충남 천안

경기 연천

충남 천안

종류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

소각로

2기

1기

1기

1기

2기

2기

일일 처리 용량

59톤

36톤

90톤

72톤

44톤

96톤

매출액

82.4억원

48.8억원

99.5억원

86.2억원

114.1억원

121.5억원

영업이익

1.9억원

-3.9억원

39.8억원

11.6억원

35.9억원

13.1억원

30명

19명

39명

32명

직원 현황

(2022년 6월 기준)

40명

(로지스 4명 별도)

22명

(하이테크 12명 별도)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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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정을 함께하는 자회사
TES

주요 사업

매출액

정보·데이터의 완전하고
안전한 처리

4,320

노트북,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장비 등

억원

277

등 핵심 5개국을 비롯해 세계 21개국에 43개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3억 3,500만달러(약 4,3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TES 인수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에서 재활용의 Upstream 사업영역으로 확장하고 글로벌 환경 기업으로

ITA

억원

직원 현황(2022년 6월 기준)

2,186

도약하겠습니다.

명

E-Waste 재활용 확대

(2020년 기준 재활용 비율 17.4%)

각종 가전, IT기기로부터 플라스틱,
코발트,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희귀금속을 추출해 새로운 제품의

D

파기하고 자산, 부품, 소재의
재사용·재활용을 지원

순환경제

3R(Reduce, Reuse, Recycle)
중심의 환경 사업
밸류 체인 완성

원자재로 다시 활용

폐배터

리

활

용

(IT자산처분) 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이 주요 사업영역입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중국·싱가포르

영업이익
·전자 폐기물 재활
전기
용

TES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E-Waste 전문기업으로 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ITAD

폐기되는 IT 자산의 정보를 완벽히

재

폐배터리의 철, 알루미늄 등 외장 소재를
1차 회수한 후 2차로 파쇄·분쇄와

습식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망간 등
내장 희금속까지 회수

유독가스,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Vision & Strategy

CASE

Sustaining Tomorrow

EV 폐배터리 사업으로의 확대 - 상하이 배터리 재활용 공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TES는 중국 상하이에 연간 처리능력

Strategy

10,000톤 규모의 EV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고, 2022년
5월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통해 배터리 회수부터

니켈, 코발트, 리튬 재활용 기술까지 리튬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Protect

Preserve

Provide

고객의 데이터 및 신뢰, 정보보안,

자연환경 및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브랜드, 지적재산 보호

인류의 건강·행복 보전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제공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네덜란드(로테르담), 싱가포르,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TES 상하이 배터리 재활용 처리 시설(외부)

추가 부지에 EV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입증된 TES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EV

폐배터리 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당사의 ESG 경영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TES 상하이 배터리 재활용 처리 시설(내부)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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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각장 차별화와 SV 창출

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을 통해 쌓은 엔지니어링 및 사업개발 역량과 연결 리더십을 통해 발굴한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영세화·파편화·노후화된
폐기물 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선도적인 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SK에코플랜트는 인수한 소각장을
대상으로 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실행하고 오염저감 및 자원화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한 소각장’, ‘Waste Zero〮Net Zero를 추구하는 소각장’, ‘근로자가
행복한 소각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 소각장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Waste Zero, Net Zero를
실현하는 ‘The Zero City’의 완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소각장
AI〮DT 기술 도입

SK에코플랜트는 소각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2021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친환경 소각로 AI 솔루션’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CCTV 및 센서, 논리제어장치(PLC)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방법을 운전자에게 안내하며,
비정상적 동작을 미리 감지하거나 최적의 정비계획을 구현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장 사업 SV 창출 방안
단순 매립 및
소각 중심 사업 영위

영세화

중소업체의
지역별 산재

파편화

소각 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량 감소

노후화

폐기물 성상 예측
폐기물 인식 기반
알고리즘

스마트한 소각장

차별화 전략

Waste Zero 및 Net Zero를 추구하는 소각장
근로자가 행복한 소각장

SV 창출
친환경 사업

· 500장의 폐기물 사진을 통해
폐기물의 종류 구분 및 학습

소각로 운전 최적화
폐기물 운전 기반
알고리즘

· 투입된 폐기물이 소각되면서
발생되는 열을 역산하여
해당 폐기물의 성상 추정

2022년 7월 기술개발 완료 후 적용 소각 사업소 확대 계획

운영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운영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편차

AI·DT 도입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2021년 아마존과 협력하여 AI·DT 기반의 운영 모델을 적용:
운전 현황 및 결과를 운전자가 확인 가능함에 따라 소각로의 운전 효율 향상
및 유해배출가스의 발생 저감
2022년 5개 사업장에 테스트 진행 계획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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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각장 차별화와 SV 창출

Waste Zero〮Net Zero를 추구하는 소각장

근로자가 행복한 소각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비산재와 바닥재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각장에서 근로자들은 가연성 물질로 인한 폭발, 추락 사고, 화재 등

소각재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Waste Zero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바닥재
관련 재활용 업체를 추가적으로 발굴하 여 위탁 물량 을 늘리고

처리비용을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재활용 업체와 함께 바닥재 재활용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재에 대해서는 고형화 설비
운영을 검토 중이며 고형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폐열 활용

S K에코플랜트는 스팀과 전력 생산 을 극 대화 하 여 온실가 스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관리 강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기준과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 관리감독자 지정
·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 강화

스팀을 생성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고온 수전해
기술(SOEC)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는 인수한

자회사에 소각 시설 폐열 회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효율을 개선하여
추가적인 스팀 및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된 약
42만톤의 잉여 스팀 및 43GWh의 전력을 타 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부가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유 3만 3천리터의 대체효과로
연간 약 10.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보건관리

· 열사병 예방을 위한 보호구 개선
· 식수〮얼음〮식염 비치
· 직업병 이슈 최소화(전체 환기,
휴게시설 설치, 작업환경 측정 등)

CASE

새로운 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

SK에코플랜트는 순환경제 중심의 새로운 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문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정책 논의 채널 및 정책 포럼을 운영하여
각종 제도〮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정책 및 규제 혁신을
제안하여 환경 산업의 선진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 플랫폼
정부〮지자체

CO2

학계〮
기술기업

SKEP
전문가확보

* 스팀 엔탈피 660kcal/kg 적용

지역주민
(NGO)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 실증

SK에코플랜트는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연소된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캐나다 및 국내 Biz. Par tner가
협력하는 CCU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 저감 건설
소재 사업에 CCU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판매하는 경제적 가치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소각장 CCU 파일럿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소각장별
목표 감축모델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붕형 태양광 설치

논의 분야
재활용

에너지〮자원화
최종처분

· 고품질 재활용
· 유기성·무기성 폐자원 재활용
· E-Waste 재활용
· 폐기물 에너지화
· 재활용률 제고
· 매립기술 동향 및 발전방향

소각 시설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휴부지를 지닌 타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것이며 태양광 전력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 REC를 활용한 온실가스 상쇄 등 다양한 사업 모델 구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소각 기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공시하며,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협회〮기관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검토
· 정책적·기술적 해결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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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회사 ESG 경영 고도화

ESG
SPECIAL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자회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ESG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ESG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종속회사 중 내부 기준에
따라 2022년에는 총 8개 자회사와 함께 ESG 경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추진협의체 내 ESG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자회사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ESG 경영 목표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SG추진협의체

자회사 ESG 경영 주요 활동
❶ ESG 수준진단

❸ 온실가스 관리

· EMC, TES의 ESG 수준진단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및 수행 추진

❷ 안전보건 관리

· 자회사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사고예방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
· 안전관리 컨설팅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지속적 배포
· 고열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강화, 열사병 예방을 위한 보호구 강화 등
보건관리 지원

ESG경영협의회

· 자회사 ESG 정책·방향성 제시
· ESG 컨설팅 결과 검토

· 자회사 ESG 컨설팅 참여
· ESG Controversy 이슈 대응 지원

· 환경 Patrol을 통해 2021년 총 80건의 리스크를 제거
· 준법경영 강화 및 자회사 사업영역별 맞춤형 상시 환경 Patrol〮상세 진단 실시
· 수질, 가스 농도, 폐기물 분석 등 데이터 중심 환경 실사 검증 강화
· 자회사 대상 환경경영시스템 수준 진단 및 Value-up 과제 수행 예정
❻ 인권 관리

자회사

· 자회사의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정책선언문 작성 등 인권경영체계 구축 지원
· 노동관계법령 준수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관련 교육 실시 예정

· 사업장별 ESG 데이터 취합〮공시
· ESG 실사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❼ 반부패 관리

· ‘윤리경영 교육’, ‘윤리경영 실천 워크숍’, ‘윤리경영 실천 Survey’ 지원
· 인수 후 1년 경과 시 자정시스템 점검을 통해 자체적인 윤리경영 활동 실천 지원
· 컴플라이언스 협의체 구축ㆍ운영 및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ㆍ운영 지원

자회사 ESG 경영 목표

ESG추진협의체는 5가지 중점영역(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보건, 환경, 품질)에서의 ESG 리스크 Zero화를 목표로 자회사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모든 자회사는 ESG 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SG추진협의체 중장기 운영 로드맵

2022년

ESG추진협의체 구축

주요 추진 사항

· 자회사 ESG 수준진단
(대상: EMC, TES)

- 공시 자료 활용 수준진단

- 2023년 컨설팅 계획 수립

· 자회사별 ESG 개선과제 도출/실행

· 소각 자회사의 품질 Patrol을 통해 2021년 총 168 건의 리스크를 제거
· 화재 위험성〮설비 오류 및 고장으로 인한 비정상 운전정지 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 및 점검
· 품질경영 수준진단, 주요 설비의 화재/사고기록 검증을 통한 잠재적 품질
❺ 환경 관리

· ESG추진협의체 운영

SKEP

❹ 품질 관리

리스크 파악 및 관리

ESG사무국

ESG Working Group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 대상 자회사 중심으로 SBTi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 CCU〮CCUS 기술 적용 등 감축방안 실행
·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및 투명한 데이터 공개

2023 ~ 2024년

자회사 ESG 경영체계 구축

2025년

자회사 ESG 경영체계 고도화

· 자회사별 ESG 경영 로드맵 수립

· 상장회사

· ESG 경영 성과 외부 공개

· 비상장회사

· ESG 컨설팅 착수

(SK에코플랜트 및 자회사)

- 외부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 국내외 동종업계 상장사 대비

		 ESG 최고 수준 확보

SK에코플랜트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총 2 5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2022년 7월 기준), SPC〮건설 예정인 매립장
등을 제외한 8개의 자회사 중에서 EMC와 TES 두 곳이 ESG 정보
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회사들의 ESG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ESG 정보를 공시하는 자회사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회사 ESG 정보
공시 비중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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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Net Zero 로드맵

SK에코플랜트는 2040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운영 방식은 물론, 비즈니스 측면의 혁신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EC 구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K-EV 100), Roof-PV 설치, 저탄소 자재 구매, 소각장 CCU·CCUS 적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30년에는 Scope 1 &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을 각 42%, 17% 감축하고 2040년에는 Net
Zero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의 1.5도, 2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기반 단기·중장기 목표를 검증받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40

2040 Net Zero 로드맵

2021

Net Zero
2030 달성

2030
감축 목표

Scope 1&2 : 33,242톤

Scope 1&2 :

Scope 3 : 약 200만톤

Scope 3 :

(178만톤에 대한 제3자 검증 완료)

42%
17%

※ SBTi의 1.5도, 2도 미만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수립한 목표를 검증 예정

Scope 1&2

K-EV 100

전기차 누적 10대

REC 구매

자체 생산 REC

판매기금 등을 활용하여
REC 구매

전환 목표

Roof-PV 설치

4개 영역 BU 10개 현장
Roof-PV 설치

저탄소
레미콘 구매

2022년 전체 구매 레미콘의
29.4%를 저탄소

레미콘으로 구매 예정

Scope 3

CCUS 적용

2022년 자회사 소각장에
CCU 파일럿 설치 예정

- 추후 포집한 탄소를 자원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중

ZEB 인증
규제 대응

2025년까지 SK VIEW, V1
인허가 시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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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SG Highlights

CDP

A- 등급

넷제로추진협의체
발족

본사 및 전현장

ISO 14001

획득

폐기물 재활용률

99

취득

환경법규 위반

청정기술 R&D 지출

0

%

335

건

억원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복경영 추진

전 구성원

업계 최초

친환경 Literacy 교육과정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명예기업

이수

달성

최고안전보건책임자

CSO

인권영향평가

선임

ESG위원회

강화 개정안 수립

440

73.3

점

이사회 안건 62건 中

ESG 안건 총 23건

신설

제보자 보호조치

구성원 행복도 점수

억원

실시

윤리경영

사회적 SV 창출 성과

협력사

공정거래 교육시간

7,965

시간

1,200

여개

윤리경영 설문조사 실시

반부패 위반 건수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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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추진 전략
SK에코플랜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ESG 경영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 가치에
기반한 혁신적 BM 및 경영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SK에코플랜트와 전 자회사는 2022년 새롭게
수립한 ESG 경영체계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여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ESG 경영 조직

이사회

SK에코플랜트는 체계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관련 조직기능을 통합하고 CEO

직속의 ESG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센터는 안전보건, 품질환경, 컴플라이언스, 사회공헌 등

ESG위원회

ESG 경영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관련 안건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을 부여하고

ESG 경영체계

SK에코플랜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를 목표로 건설 사업부문을 넘어 환경분야로 도약하기 위한 ESG 경영체계를

있습니다.

의사결정

수립하였습니다. ‘Driving to Zero’라는 ESG 슬로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보건, 환경, 품질의 5가지 중점영역에서 ‘Zero’화를 이끌고자

보고

ESG센터 및 현업부서

하며, 10가지 경영원칙을 전사적으로 내재화하여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SK에코플랜트는 SK그룹의 ‘Double Bottome Line(DBL) 경영’ 원칙에 따라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해 당사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Economic

ESG Vision

Value, EV)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SK에코플랜트가 창출하는 SV를 화폐화하여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파악하고 있으며, 긍정적 영향은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은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BM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 당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제품〮서비스를 통해 창출한 환경·사회적 SV 성과 966억원을 포함하여 총 7,704억원의 SV를 창출
했습니다.

ESG Slogan

“Driving to ZERO”

경제간접 기여성과
고용

배당
납세

중점영역

5,597

4,570

Compliance
ZERO
Compliance
Breach

인권
ZERO
Human Rights
Violation

안전보건
ZERO
Worksite Accidents
ZERO
Human Health Risk

(단위 : 억원)

환경
ZERO
Environmental
Incidents
Circular Economy
Net zero

품질

204

+9.0%
+654

6,182

+157

6,339

4,626

4,791

204

209

1,352

823

+2.5%

환경성과

제품·서비스
환경(공정)

1,339

2020

2021

(단위 : 억원)

사회(노동·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행복나래〮취약계층)
봉사활동

△77

+25.9%
+159

773

2019

△41

+19.3%
+152

925
367

966

814

691

2019

사회성과
기부

614

ZERO
Defects

(단위 : 억원)

2020

△41

269
70
25
3

2021

2019

+70%

△24%
△90

245

+194

277

4
28

440

401
4
35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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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위한 우리의 다짐
2021년은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개인과 사회의 실존을 위협하는

Compliance팀 류현정 프로

무수히 많은 질문과 논의가 오간 한 해였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실천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의

글로벌 이슈들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이 가야하는 올바른 길에 대하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명이라고

컴플라이언스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이며 지속가능경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만의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SV, 안전, 보건, 환경, 품질,

HR팀 유재웅 프로

통합하여 ESG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종사는 물론 여러 멤버사들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인권경영 체계와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법무, 컴플라이언스, 홍보 등 분산되어 있던 ESG 관련 조직기능을

올해는 SK에코플랜트의 인권경영 원년으로, 현재 우리 회사의 인권경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처음으로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SK에코플랜트의 ESG 경영철학에 부합하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SK에코플랜트 ESG센터는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 인권경영,

강화하며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그 어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전문화, 친환경, 최고품질의 가치와 SK그룹의 행복경영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며, 다섯
가지 중점영역의 ‘Zero’화를 전 구성원과 함께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ESG 경영원칙에 따라 당사는 국내외 법규와 원칙, 표준을

준수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선도기업으로의 전환속도를 높이고자 ‘2040 Net Zero’를 달성하기

안전보건기획팀 손명현 프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ZERO’ 달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안전을 소중한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은 위험요소도
지나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의
E S G 경영을 통 해 실질적인 성과 를 창 출 하고 우리의 여정을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ESG센터는 사명감을 가지고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장석 ESG센터장

함께하는 자회사들에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넷제로추진협의체와

환경진단팀 정경찬 프로

ESG추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ESG 리스크를

SK에코플랜트의 환경·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탄소·폐기물 배출 저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성과와 그 다음 단계를 논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적인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K에코플랜트의 ESG 경영이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내일을 심는 SK에코플랜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체계를 혁신하고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일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ESG 경영활동이

기업가치로 내재화되고 미래가치 창출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ESG센터는 사명감을 가지고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품질환경기획팀 정현욱 프로

우리의 성공적인 BM 전환을 위해서 국내외 고객들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고,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결성 제고를 위해 Biz. Partner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품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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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정책

SK에코플랜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곧 사업전략입니다. 기후변화

전사적인 Net Zero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는 환경정책 개정 및 사

지향하는 환경 사업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사업으로 사업모

표를 수립하여 CEO와 각 조직의 KPI에 연계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를

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넷제로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목

델을 재편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아 ‘2040

는 2030년 자체 RE100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에너지의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공표하였고 2022년에는 SBTi 방법론 및 지

3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침을 기준으로 Net Zero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Net

있습니다.

Zero 이행 과정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또한, 2020년에는 BM 전환을 준비하면서 기후변화를 핵심 리스크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공개

평가 요소로 편입했습니다. 당사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인 ESG추진 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당에서는 신규 사업 및 투자 뿐 아니라 전사 운영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리

에 참여하여 2021년에는 A-등급을 확보했습니다.

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목표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했습니다. Scope 1, 2는 1.5도 시나리오를 준수하여 2030년에는 42%,

로 합니다. 202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2년에는 국내 사업장 기준,

미만 시나리오를 준수하여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및 사용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Net Zero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2040년에는 100% 감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Scope 3는 SBTi의 2도

2040년 Net Zero 달성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SBTi에 목표를 제출
범위

기준 연도

기준 배출량

Scope 1, 2

2021

33,242

성과

1. 넷제로추진협의체 운영

SK에코플랜트는 2040 Net Zero 달성을 위한 전사 차원의 추진력
확보 와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적용 을 위해 넷제로추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6개 사업 BU(SK에코엔지니어링 포함)와 3개 센터가
협의체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전사 차원의 미팅과 분기별 CEO
결과 보고를 통해 Net Zero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위해 현장 특 성을 고려한 환경효율 성

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탄소·용수·폐기물·에너지 감축활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REC 활용, 현장 Roof-PV
설치, K-EV100, 구성원 탄소감축 프로그램 운영, 저탄소제품 구매 등
다양한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

감축 목표

2040

100%

2030

42%

Net Zero 추진 조직도

이사회
CEO
넷제로추진협의체
BU·센터
실행 조직·현장

의사결정
논의
실행

- 의사결정 사항
- 실행필요 사항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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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과 솔루션
⒉ 온실가스 배출

4. 감축 활동

Scope 3 검증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1개 카테고리(1,

경영 임원이 포함된 넷제로추진협의체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Scope 1, 2는 물론, Scope 3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2, 3, 4, 5, 6, 7, 8, 11, 12, 15번)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당사의
환경정보관리시스템(EMIS)은 전사 자원 및 재원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3,242톤으로 2020년 33,623톤에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 구성원 탄소감축 프로그램

SK에코플랜트는 인당 12kg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구성원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월별 챌린지 등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SV포인트를
적립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한 탄소 감축량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포인트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 ‘솔라카우’
설치에 기부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2022년 3월 전사 차원의 Net Zero 추진을 위해 모든 사업 부문의

2022년에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사업 BU별 현장 Roof-PV를
1개 이상 설치하는 등 현장 환경 효율성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EV100을 통한 전기차 전환으로 2021년에는 5톤,
2022년에는 5월까지 3톤 감축하였으며 현장 사무소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운영하여 2021년에는 50톤, 2022년에는 5월까지 24톤을

감축하였습니다. 2022년에 REC 구매로 약 700톤, 최소 4개 이상의
현장 사무소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약 200톤을 직접

감축하는 등 감축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탄소감축

SK에코플랜트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BM 혁신을 발판으로 Tech 기반

에너지, 솔루션 분야와 관련된 청정기술 확보 및 개발을 당사의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The Zero City의 완성을 위하여 환경,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AI·DT, 환경기술 및 솔루션을 기반으로 Waste와 Water 문제 해결을 통하여 Carbon Zero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순환경제 플랫폼 실현을 목표합니다.

❶ 운영 효율화

5. RE100

당사는 인당 5.5kg, 구성원 전체 26톤의 탄소를 감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0.1GWh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사용률을 약 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축목표
항목명

목표

용수 취수량 원단위
(m3/매출액 10억원)

2021년 대비 2.75% 감축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톤/매출액 10억원)

2021년 대비 9.7% 감축

에너지 소비량 원단위
(GJ/매출액 10억원)

2021년 대비 2.75%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tCO2e/매출액 10억원)

폐기물 및 수처리 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관리 및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베드로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물류 시스템, 성상 분석 AI 알고리즘, 소각로 및 수처리장 운전 최적화 AI 기술을

❷ Waste to Resource

개발하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 전반의 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합니다.

AI·DT를 활용하여 국내 1위 폐수 처리 기업인 EMC 사업장을 기반으로 무방류, 재이용, 초순수 등 다양한 수처리

기술,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자원화 기술 등을 개발·검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TES는 2022년부터 폐배터리

2021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2.9GWh로, 녹색프리미엄 2.8GWh와
총 전력소비량 55.9GWh의 약 5%이며,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

AI·DT 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한 Green Platform 구축을 목표합니다.

경쟁기업과의 차별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하여 당사 소각로 및 수처리장을 테스트

더 나아가 자회사 ESG 경영 고도화의 일환으로 자회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및 기술 개발에

환경

로드맵 수립 및 저탄소제품 구매를 통해 Scope 3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다짐, 탄소 Literacy 교육, 텀블러 사용, 저탄소 식단, 잔반제로,
이메일 다이어트, 사내 중고마켓 등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정책

❸ CO2 포집 및 자원화

재활용을 통한 리튬 배터리 원료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합니다.
소각장 CO2 포집 및 자원화(CCU)를 통해 Net Zero 달성을 목표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소각장에 CO2 포집을 위한 CCU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24년에는 CO2

자원화를 위한 상업 플랜트 건설 및 운영 파일럿 사업을 목표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국내외 CCU 기술업체와

❹ Waste to Energy

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Waste to Energy 기술 상용화를 목표합니다.

보유 자산을 활용한 실증사업 운영을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과 협력 및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WtE
요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2021년 대비 2.75% 감축 및 현장 Roof-PV 설치
(1건 이상)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솔루션 분야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분산에너지 솔루션 제공을 목표합니다.

❶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장 선도를 목표합니다.

블룸에너지와 함께 탄소배출이 Zero인 수소 직주입 연료전지를 실증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추가 개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기반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포집 후 스마트팜과 같은 탄소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건설 중 자재 사용 및 발전소 운영 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❷ 재생에너지

❸ 수소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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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해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목표합니다.

고성능 강재 제조 솔루션을 보유한 포스코와 MOU를 맺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고유 부유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울산

CASE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하여 실증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사업들에 확보한 기술들을 적용하며 본격적으로

SK에코플랜트 ‘Tech Hub’ Eco Lab 센터

수소 생산의 핵심기술인 수전해 기술을 내재화하여 수소 시장 선점을 목표합니다.

연결하는 친환경 연구개발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사업전략과 연계된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블룸에너지와 고효율 수소
생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주도 풍력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수행기관으로

❹ 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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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고, 수소 운송·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Net Zero 및 RE100 이행을 목표합니다.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구축한 친환경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AI·Cloud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에너지를
통합관리, 제어,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Eco Lab 센터는 CEO 직속기관으로서 각 사업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 과제들을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유관기관과
기술·정책·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C&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요소기술·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술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적 환경혁신의 핵심인 Water·Waste·DT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공동 R&D를 통해 사업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친환경 혁신기술·솔루션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Open Innovation으로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환경 사업의 기술검토, M&A
관련 기술평가, 기술·솔루션 기반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수행으로 SK에코플랜트 환경 사업의 기술 발굴, 내재화, 컨설팅을 총괄하는 Tech
Hub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co Lab 센터 운영 체계
솔루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친환경 EPC Developer를 목표합니다.

❶ 친환경 설계
(주택)

❷ 친환경 설계
(엔지니어링)

(플랜트)

Zero Energy Building 관련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과정에서 친환경 자재 사용과 폐기물 저감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청정에너지 사업 친환경 EPC 파트너로서 역량을 축적하고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분야에서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액화공정 플랜트 사업을 2021년부터 수행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솔루션)

혁신기술
발굴·확보·연결

혁신기술
발굴 및 검토

기술 개발 및
IP 확보

Scale-up·
상용화·현장 개선

공정기술 개발을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자동차용 배터리, 플라스틱

❶ 친환경 생태계 구축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을 추가 개발하여 친환경 기술 라이센스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유수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과 협업하고 있으며,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등의 국가 환경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혁신기술을

건설관리기술과 요소기술을 결합한 “FAB Con-Tech 2.0” 추구를 통해 Smart & Green Tech 솔루션 제공을 목표합니다.

상세설계 전 기획단계에서 발주처, 시공사, 협력업체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프로젝트 수행방안을 이끌어내는

친환경 혁신기업·기술에 대한 Open Innovation과 기술·정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친환경 분야 연구개발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발굴하고 유망한 기술기업의 Acceleration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진 건설관리 기법인 프리콘(Pre-construction)을 정착·운영 중이며, 시공 효율화를 위한 모듈 공법, 공장시공 방식

❷ 기술 개발 · 솔루션 상업화

수립하고 용수, 전력, 화학물질 등 자원 투입량을 줄이고 에너지·폐기물 저감형 첨단폐수처리, 방류수 재이용률 향상 등

Value-up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민간 연구기관과 공동 과제를 수행하고 기술 및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이렇게 확보한 기술과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강화되는 반도체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기존 반도체 설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경 전략을

❹ 친환경 소재 개발

기술 개발·솔루션 상업화

에너지와 폐기물 분야에 역량을 결집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통해 친환경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를 목표합니다.

재활용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초기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il & Gas 플랜트 사업의 경우, 기존 산업 설비를

❸ 스마트 건설

친환경 생태계 구축

3R(Reuse, Recycle, Reduce)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건설소재 개발을 목표합니다.

산업폐기물 및 도시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철근,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과 소각 및 매립 자회사의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배출된 유해가스는 수소생산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rPET 수지와 유리섬유를 원료로

사업경쟁력을 보유한 철근대체 GFRP보강근(가칭 “에코바”)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건설 분야의 탄소저감 기여와 재활용
가치 확산을 위해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선도적인 친환경 기술 발굴과 C&D를 통해 차별적 친환경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진입을 위한 기술 확보와 함께 기존 Asset
솔루션의 현장 적용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❸ 디지털 플랫폼과의 융합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하여 사업모델을 혁신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켜
기업 가치를 제고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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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사업자로서 본격적인 전환을 위하여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당사는 향후 2년간 총 3.9조 추가 투자(환경·에너지 부문 3.6조, 솔루션

성과로는 국내 최대 종합환경기업 EMC 인수 및 소각장·매립장 Bolt-on

화할 예정입니다.

까지 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누적 1.6조를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 블룸에너지 지분투자 등이 있습니다.
누적 투자 실적 및 목표 (단위: 조원)

부문 0.3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The Zero City 완성을 가속

• 국내 소각·매립·수처리 사업 Bolt-on M&A
• 동남아 폐기물 처리 업체 인수

환경

6

• 선진국 중심 E-Waste 재활용 등 순환경제 구현 투자

5
4

에너지

3

0

솔루션
2021

2022

SK에코플랜트는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진행 중인(R&D underway) 기술을 공개합니다.

환경 - 오염 저감 및 자원순환

솔루션 - 그린빌딩

소각장 운전효율 개선

스마트 건축

소각로 운전 효율 개선 AI·DT 솔루션 도입

BIM 기반 Engineering 수행을 통한 설계품질 확보 및 도면 자동화

소각로 운전 최적화 애플리케이션 상품화 개발

Cost 투명성 확보를 위한 BIM 기반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 System(BCMS) 개발

소각로 운전 최적화 및 발열량 예측 알고리즘 기술 검증

CO2 광물탄산화 파일럿 상업 플랜트 건설 및 운영

연료전지 글로벌 사업 확대

연료전지 CO2 포집 기술 개발

• 국내외 태양광, 해상풍력 개발사업 및 자산 확보

소각장 CCU 적용 실증사업 진행

재활용

소각로 에너지 부산물(스팀·전력) 공급 체계 개발

• PPP, 데이터센터 등 개발사업 확대

소각 부산물(바닥재) 재활용

2023
솔루션

청정기술 적용 분야에 해당되는 R&D 활동

CCU·CCUS

• 블룸에너지 전략적 협력 강화 및

2
1

폐배터리 내 흑연 재활용 기술(Eco Graphene) 개발
폐플라스틱 세척장치 개발

환경 및 에너지

배터리 재활용 플랜트 설계 사양 표준화

하·폐수 처리 운전효율 개선

성과

하·폐수 처리장 디지털 솔루션 기술검증

반도체공장 하〮폐수 공정 분석 시스템 도입

에너지 - 대체에너지
청정기술 R&D 지출
(2021년 기준)

335 억원

특허 건 수

(2022년 누적 기준)

70 건

수소직주입 연료전지(SOFC) 개발

연료전지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한 온수 및 스팀 생산 모델 개발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한 냉·난방 기술 개발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한 열전발전 기술 개발

청정기술 활동 매출

수전해(SOEC) 기술 실증

이하

• 폐기물 소각(폐열 활용)
• 폐기물 재활용

• 수소발전(연료전지)

이상

• 대중 교통 인프라 구축(철도, 항만, 공항)
• 수처리, 원자력 발전

매출

20 %

녹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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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부생수소, 블루수소 액화공정 플랜트 상용화

재생에너지

음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연료탄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의 부유체 설계기술 개발

Smart Work Platform 구축을 통한 Data기반 현장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
UAV 활용 공사진도 및 토공량 측정 관리 적용

360 Camera + BIM 활용 현장 관리를 통한 Digital twin Data 확보
지능형 BIM 설계 시스템 구축(설계 자동화, 모델링 현황 분석 등)
전기 Cable 모델링 자동화

2D 도면 추출 자동화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설계 정보와 시공 현장 상황을 실시간 비교하는 증강현실 기술 도입
반도체 생산장비 배치 history 관리 체계 web 전환

친환경 자재

기존 철근 대비 탄소 발생이 저감된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Rebar) 철근 도입

저발열과 고유동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콘크리트 배합 기준 검토
폐자원 재순환 및 저탄소·경량화 대체건설소재 K-Eco bar 개발
도시 생활 폐기물을 활용한 탄소저감형 K-Eco Cement 개발
구조물 슬림화에 기여하는 풍하중 저감 방음벽 개발

포집 CO2 융용물질변환기술을 통한 건설산업소재 개발

녹색건축

일반 건축물 냉난방 부하를 저감하는 커튼월 일체형 외부차양 시스템 개발
ZEB용 공동주택 고단열 Passive 창호 개발
탈부착형 고효율 하이브리드 태양광 개발

LCA 측면의 지속가능한 주거모델 개발(Phase I)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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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친환경 설계

친환경 금융조달

절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생태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투자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설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용수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및 거주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Passive Design(배치 및 방향, 건물 고성능 외피
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Active Design(고효율 설비,

조명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BIPV*,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 립을 극 대화 하 는 단계별
에너지 통합 설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Fast Delivery 및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환경부하를 줄이고 환경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건축물
전과정평가를 프로젝트별로 진행하여 단계별 환경부하 저감 계획 수립
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SK에코플랜트는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3,000억원, 지속가능채권 2,000억원을 발행하여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등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1,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금액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10건
(161.9MW)

593억원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건설 프로젝트 20건
(3,860,594m2)

2,407억원

친환경 기업 인수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부평데이터센터 인수

1,418억원

중소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

438억원

동반성장대여금

합계

를 수행하며, 당사의 고객과 협력업체에도 정책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

있습니다. 환경경영은 CEO의 책임하에 추진되며, 환경경영 시스템의

본사 및 전 현장에 대하여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유지

들기 위해 사업 방향성에 부합하는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사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품질환경 담당 조직이

그 역할을 전담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CEO가 의장
으로 있는 이사회에 환경경영 계획을 보고하며, 2022년에는 임원 성과
2022년부터 전담 조직은 물론, 각 사업부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대상 프로젝트

루원시티 2차

SK에코플랜트는 사람과 사회,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

평가 내 환경 성과 개선사항이 포함됨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친환경 투자 재원 사용 실적
구분

정책

144억원
5,000억원

취수량, 폐기물 발생량, 에너지 소비량을 개선하는 KPI를 부여하였습니

니다. 내부 정책 수립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규제 준수 및 친환경 건설 현장 구축을 위해 매년 환경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국내 전 사업장 약 90곳에 현장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개 항목의 환경감사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현장
사업장 및 시스템, 물리적 상태 등을 점검하여 환경 관리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합니다.

다. 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명확한 환경 목표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은 초기 환경진단, 정기 환경지원 점검, 테마별

물류, 폐기물 관리, 친환경 공급망, 실사·인수·합병 등을 아우르는 환경

맞는 환경경영 체크리스트 표준화 및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를 수립하고 환경경영 시스템, 건설 현장·사업시설, 제품·서비스, 유통·
방침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
지하고 당사의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환경경영 정책에 따라 업무

환경진단 등을 진행하고, 자회사에는 ESG Patrol을 통해 기업 특성에
정부 기관에서 당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는 환
경심사에 대응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환경방침
SK에코플랜트는 ESG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 수립과, 사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경영활동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방침을 선언한다.
❶ 환경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3자 인증 현황
(녹색건축인증)

10건

(2021년 전체 프로젝트
대비 76.9%)

9건

(2022년 예상)

6건

(2023년 예상)

13 건

(2024년 예상)

❷ 국내·외 환경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❸ 업무 전 과정에서 친환경요소를 발굴하고 실행 및 전파하여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활동에 대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

❺ 환경경영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2022년 4월 누적 51건

목표

SK에코플랜트는 체계적인 환경감사 실시를 통해 2023년 중대 환경
법규 위반 Zero화와 과태료 1,000만원 이상 건 Zero화를 목표로

수립하고, 자원 선순환을 위해 ZWTL(Zero Waste To Landfill)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환경 법규 위반 건수
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2022

2023

2024

%

99.0

99.0

99.0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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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건설오니 재활용

1. 환경감사

3. 폐기물 관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 현장을 불시

하였으며, 2021년에는 폐기물 재활용률 99%를 달성하여 목표했던

정기 또는 불시 점검을 통해 환경감사를 실시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진단했으며 하반기에는 전 현장을 4개 권역(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인허가 및 54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 비산먼지 감사를

통해 총 24건의 환경 리스크를 개선하는 등 환경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각 현장에서 10 0% 개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BU별 환경관리 취약 사항을

보완하여 현장 리스크 사전진단, 특별합동점검 및 환경관리 e-guide
재정립,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스마트 환경 Operation Platform
System 구축 등을 추진하여 현장 환경관리 업무 효율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97.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기적인 환경감사를 통해 빈번하게

지적되는 폐기물 분리 선별 및 보관 미흡 등의 이슈를 개선하고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내 재사용과 자가 처리, 무상 재활용업체의

발굴 및 처리, 공사 부산물 발생 최소화,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공사

건설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연료전지

주기기 납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재활용, 폐기물 무상 수거 프로세스

현장 내 성토제로 유용

각종 폐기물을 선별 없이 반출

4. 비산먼지 관리

6. 토양관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및 계획하고 이행함으로써 향후에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잠재적

2016년 ‘환경부-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를 시작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환경 관리 담당자 배치 등의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사 현장의 오염원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 표준모델”을 개발 하 여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정에 대한 6대 부적합 항목을 기준으로

전 현장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리 선별

폐기물
보관

폐기물
배출·재활용

종류별 위탁처리

품질환경조직의 KPI 내 EMIS 고도화를 포함하여 현장 환경정보 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성원의 친환경 인식과 지식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SK에코플랜트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설, 장비, 공법 변경 등
Allbaro시스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 소음관리

80%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음 시뮬레이션을

「건폐법」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1호

현장의 토양 리스크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 설계

7. 환경교육

통하여 최적의 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환경이슈의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선별 후 무상위탁처리

모니터링하고 저감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공사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분리수거장,
중간처리시설 등

폐기물 분리선별 후 재활용 업체
무상 위탁처리(혼합폐기물 감소,
폐합성수지 재활용 처리)

슬러지 건조장 설치

전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 조정,

억제시설 조치 등의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환경 이슈 중심

Allbaro 인계서,
대장관리 등

재활용 가능 건설폐기물
유상 위탁처리, 법규 위반 리스크 잠재
(혼합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과 종 류 및 재활용 내역을 파 악함으 로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인허가·운영·방지 및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After

아울러, 효율적인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전 현장에서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수질 등의 항목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 과정

대관 인허가
신고

Before

등 시공 단계별 다양한 방안을 통해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창사 이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건수 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위탁계약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3년간 배출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

적용, 폐기 수목 우드칩 생산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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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장
주변의 평온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SK그룹의 교육 플랫폼인 mySUNI를

통해 전사 구성원에게 17시간 분량의 ‘친환경 Literacy’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친환경 Literacy 과정은 ESG 경영, RE100, 에너지

사업 그리고 신사업의 기초 지식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사업의 방향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사업 확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Allbaro 실적보고
(매년 2월 전)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인증

IoT 적용 모니터링

프로젝트 소음 시뮬레이션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8. 현장 환경정보 관리시스템

Appendix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당사는 투명한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본사를 포함한 전 현장의 환경정보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보는 환경정보관리시스템(Environment Management Information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용수 등)를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법령을 고려한 전사 환경관리시스템인 SEIS+를 통해 본사 및 국내
현장 환경경영 현황 및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음·진동,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COD, BOD) 등에

대해 환경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환경오염관리시설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 사업부지 내 협력사가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환경실사를 실시하고

전 현장의 에너지 사용, 폐기물, 원부자재 사용, 용수 사용 등의 환경
System, EMIS)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MIS를 통해 현장별
데이터를 매월 집계하고 있으며, 집계된 데이터는 목적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품질환경조직의 KPI 내 EMIS 고도화를 포함하여
현장 환경정보 관리시스템의 수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분류
대기오염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수질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방법

IoT 시스템 및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관리를 통해 현장별 먼지 발생량 모니터링

방법

자가측정을 기반으로 현장별 관리대장 작성 중

주기
주기

방법

실시간 및 자발적 협약 이행 기간
인허가 기준

관련법에 따라 2년 단위 정기 조사·제출 중(환경청)
- 인허가 시 제출한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
특히, 폐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의 수치를 측정하고 보관 방법, 사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격년 1회

환경실적
환경사고·
정보보고

항목

업무
내용

관리시스템

주기

전사 환경관리시스템 SEIS+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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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보고

환경정보보고

SK환경관리 e-guide

환경정보조회

환경점검

일일점검

월간점검

환경점검
모니터링

환경지원

환경평가

개선요청서

환경교육

대관업무

환경지원
보고서

환경평가

개선요청서

환경교육

대관허가 체크

개선요청서
집계

환경교육
모니터링

대관인허가
신고

대관인허가
모니터링

환경책임자
환경책임자
선임
환경책임자
선임 조회

EMIS

9. 용수 사용 및 재활용

SK에코플랜트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소비하는 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등 용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플랜트와 같은 대형 현장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허용 배출기 이내로 처리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 있어 중요한 원부자재인 용수는 현장에 살수 및 세륜용,

조경용, 청소용 등 대체용수로 재사용함으로써 용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저금통을 통해 유입·저장된 빗물과 폐수처리수
및 방류수를 재이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처리수 재사용

환경 효율성 지표 개선을 위해 우수 및 유출 지하수 재활용 설비 적용
등의 활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빗물 저금통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10. 생물다양성 보호

Appendix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SK에코플랜트는 지역사회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사 전 환경영향

제공하는 횃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서식과 산란에

파악하고 악영향을 도출한 후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 생태계

폭기 시설과 웅덩이 폭기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끝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요소를
교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물의 은신처 및 이동과
서식을 가능하게 하는 돌무더기와 조류에게 휴식과 먹이 활동을

도움이 되는 거석놓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소공급이 주된 목적인 수중
이후에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동일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종 대응조치
❶ 세종-포천(안성-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2공구)

❺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❷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8공구)

❻ 고성그린파워 프로젝트

수원청개구리(멸종위기 야생동물)
대체 서식 선정 및 이주 후 모니터링 중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및 삵(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경계부에 펜스 추가 설치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서식지 설치

고란초, 측백나무(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및
수달(법정보호종) 서식 흔적 확인
경남수목원에 132개체 이식, 수달 인공서식처(1개소)를
해안가 인근인 냉각수 배수로 끝단에 설치

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4공구)

삵(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수달(법정보호종)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운영

❼ 하이104(덕군선) 도로개설공사

삵, 수달(법정보호종)
생태통로(육교형 1개소, 겸용 12개소) 운영 및
이동현황 정기적 모니터링

❹동
 해항 3단계

게바다말(해양 보호 생물종)
주변 수심 5m 이내 지역 암반에 이식 및 모니터링 중

11. 환경사고 대응

SK에코플랜트는 ISO 14001를 기반으로 본사와 현장의 환경심사를

실시하 여 잠재적인 환경 리스 크 및 전사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환경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 현장을 대상으로 환경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긴급 보고 및 신속한 대응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오염제거 및 환경 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비상사태 대응
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일자:
인증 만기일자:
인증서 식별번호:

인

증

2021년 5월 25일
2023년 10월 31일
10365184

최초 승인일자:
ISO 14001 - 2014년 8월 29일

서

다음의 경영시스템을 인증합니다:

SK에코플랜트주식회사
(03149)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2 SK관훈빌딩

로이드인증원은 위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다음의 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SO 14001:2015
인증 번호: ISO 14001 – 0071428

이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 (철도 & 고속철도, 지하철, 교량, 고속도로 & 도로, 터널, 항만, 지하 저장시설, 전력구, 하천 & 댐, 부지 조성, 도시개발), 건
축공사 (주택 및 빌딩), 산업설비공사 (발전설비, 일반산업설비, 환경설비, 공장자동화설비, 전력송변전설비, 오일 및 가스산업설비,
화학설비, 석유화학산업설비), 소방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준설공사, 매립공사, 조경공사 및 철구조물공사에 대한 연구
개발, 종합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 운전,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컨설팅 및 부가서비스.

이일형
대표이사
Issued by: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Korea) Ltd.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including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LRQA),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loyd's
Register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Issued by: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Korea) Ltd., 17th Floor Sinsong Building, 67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07327, Korea
Page 1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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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정책

SK에코플랜트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또한,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개정해 관련 법률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최고안전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과거 중대재해를

경영 철학과 의사결정 지침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지침을

산하의 안전 자 문단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보건책임자(CSO)를 신규로 선임하여 안전보건경영의 실행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안전 골든룰과 안전 부적합 사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CSO의 관리시스템, 조직과 인력, 예산과 집행 등 안전보건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감과 추정에 의존하는 것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에 입각하여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을

국내 및 국제 규격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사업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축된 안전보건

대상으로 ISO 45001, KOSHA-MS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안전한

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4중 감사(Audit) 시스템을

작업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전보건 정책은 구성원

운영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분명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및 도급, 용역, 위탁업무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전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안전보건 조직과 역할
CSO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안전보건임원

본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기획팀

안전보건 인력 운영, 직무역량, Biz. Partner 관리

안전보건진단팀(3개팀)

안전보건 이행 여부 확인, 재해 관리

SK에코플랜트 안전보건 경영방침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Global 수준으로 지속 고도화하여 산업계의 Role Model이 된다.
❶ 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성을 확인하여 지속 보완한다.
❷ 동종·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원인을 도출하고 제거한다.

❸ 정부기관이 명한 안전보건 개선 및 시정조치 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한다.

❹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안전DT팀

안전보건 업무 효율화, Digital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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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사람과 관리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Mobile Application을 통한 안전관리

환경적·심리적·신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건강 지원을 위한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 여 Digital Transformation을
효율과 효과 향상, 실효성 있는 안전센서의 운영, 안전관제센터를 통한
통합 모니터링 등 Digitalization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유소견 관리 등 폭넓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방하여 무재해 달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영역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업성 질환의 경우는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수치를 비교하여 건강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지원 및 예방 정책
중점 관리 영역

중점 관리 방향

세부 프로그램

생활 속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 및 제도 마련

근무 환경

• 언택트 심기신(心氣身) 프로그램 진행
• 건강관리실, 헬스장 리모델링으로 이용 편의 개선

구성원 및 가족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심리 건강

구성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신체 건강

• 심리적 케어가 필요한 구성원 및 배우자, 자녀 대상 상담지원
• 구성원 건강검진 및 배우자 검진 지원
• 전체 유소견자 대상 건강정보 및 상담 제공
• 35세 미만 현장 근로자 검진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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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술 접목 확대

SK에코플랜트는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정의하고

근로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내실화에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계의 안전보건 기술력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외 약 150여 국가에 대해 특허협력조약(PCT)을

디지털 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관련 기술을 고도화
향상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를

분석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식별한 후, 실효성 있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
및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센서

타워크레인 간 이동반경 내 상호 근접 시
알람 발생 및 자동 정지

중량물 안전센서

중량물 이동 시, 자동 알람을 통해
하부 근로자의 접근 통제

컨베이어벨트 안전센서

컨베이어벨트에 사람이 근접할 경우,
객체인식 및 자동 정지

밀폐공간 안전센서

산소농도 저하 시, 자동 알람 및 경보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특허 5종 최종

출원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안심 Application QR 태그를
통해, 안전 준수사항을 필수로 확인하고 모든 작업 시작 전 관리자와

근로자는 매일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QR 태그를 통해 유해

위험작업을 확인, 점검, 조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법적 의무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미실시 건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며 본사 관리자 대상의
부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유해 위험 사항을

건의한 경우, 실시간으로 사업장과 본사 안전보건 관제 조직에 통보되며
지체없이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11월 Mobile Application(안전에 진심, 안심)을 개발하여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업별 맞춤형 재해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목표

SK에코플랜트는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손실재해율(LTIR)을 관리지표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

1.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2021년에는 0.339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해외 선진사의

리더십

재해 감소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LTIR 목표를

예산

연평균 일반 재해 감소 수준을 적용하여 2025년까지 22%의 일반
0.24 이하로 선정하였습니다.

의식 수준

안전보건 개선 로드맵
목표

중대재해
(Fatality)

단위

2022

2023

2024

건

0

0

0

근로손실재해율
(LTIR)

-

건강검진
지원 확대

-

0.24 이하
35세 미만 현장 근
로자 검진비 상향

2025년까지
매년 22% 감축

파견직
확대 시행
예정

* 근로손실재해율(LTIR): 근로손실사고 발생건수 X 200,000 / 총 근로시간

재발방지
관리 시스템
안전보건 상생 문화

-

실시간 자동으로 제공하고 유해 위험요인 제거에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안전보건 성과평가 체계 보완 및 설계
•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의 경영시스템 점검 및 평가

•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게 별도의 예산권 부여
• 사고예방 및 법률준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구조

• 교육훈련체계 구비
• Mobile Application을 통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부적합 사항 실시간 안내
•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및 실행 여부의 반기별 확인
• 유해 위험 요소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그레이드
• 고위험작업 필수 준수 지침 명시

• Biz.Partner의 실시간 유해위험요소 건의 시, 신속하게
조치
• 재해예방을 위해 Biz.Partner의 의견 존중 및 지속 청취
• Biz.Partner 등록-입찰-수행-갱신의 일련의 과정에서
안전 역량평가 실시
• 분기별로 전 Biz.Partner 대상 안전 역량평가 실시 및
안내

CASE
IT시스템 PRS(Pre-Alert System)

SK에코플랜트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경고할 수 있는 IT시스템 PRS를 업계 최초로 구축하였으며,

안전보건 관제 조직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안전보건 관제 조직은

전 사업장에 Mobile Application, CCTV 등을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경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고 알람 발생 시, 현장과 CCTV
및 Mobile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상세 현황을 확인하고,

조치 완료 시까지 전 과정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관제 조직이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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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관리
3. 중대재해 관리

SK에코플랜트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시스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안전보건 경영활동

전반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빈틈을 제거하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할 계획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의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특수검진

24,359건
2021년 기준

작업환경측정

80건
2021년 기준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1건 발생하여 현재 조사 중

노출효과

0건

4. 위반 및 조치

S K 에 코플 랜트는 안전보건 준 법경영 을 확 립 하고 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안전
관련 법규위반이 3건 발생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안전보건 준법경영 수준을 향상하고 위 사례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 위반 내역을 분석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프로젝트 현장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감사시스템과
관리시스템 전반에서 보완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 안전 문화 확산

SK에코플랜트는 CSO 주관하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워크숍을

2021년 기준

7. 작업장 내 보건 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조건을 분석하여 수공구 개선, 작업방식 개선, 신체
보호구 지급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건강검진과 더불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소음, 분진 등 작업 유해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재한 잠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8. COVID-19 대응

참여하여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 경영활동 수준

최소화하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국내외 현장에 근무하는 구성원도 함께
제고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을 CSO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예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로 굿 임팩트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구성원 건강지원

구성원 건강 증진을 위해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건강 강화, 유소견 관리 등 폭넓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군, 뇌심혈관 관리군, 대사증후군 관리군 등 유소견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효율적인 보건관리를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근무

중인 구성원의 신변 안전 서비스를 도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 질병, 보안
이슈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전사적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COVID-19에 의한 손실을
COVID-19 발생 초기부터 별도의 전담 관리팀인 War Room을 운영하여,

사옥과 현장 내 감염 위험을 인지한 경우 신속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유의

정책

SK에코플랜트는 Deep Change를 실현하고 BM 혁신을 주도하는

아울러, 구성원의 여가생활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리후생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최적화된 인력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발굴-선발-확보-배치’하기 위해 인재 개발 파이프라인을
Pool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구성원의
역량과 적성을 파악하는 한편, 인턴십 연계 채용·수시 채용·외부 전문가

설계하여 구성원 행복을 제고합니다.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구성원의 행복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과 성장’에 연계된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은 BM 변화 및

동시에 SK에코플랜트는 조직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2021년에는 행복 경영 플랫폼인 Pathfinding Center를 통해

위하여 임직원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의 경우, 단순 고용지표 충족에서 나아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와 현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 예술 등 분야에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중입니다. 아울러, 여성 리더
후보 육성을 위하여 사내 핵심 인재 프로그램의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리더십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과 성장,

일과 여가, 일과 가정의 균형’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차 출퇴근제, 자 율 좌 석제 및
재택근무제를 운영하며 근무 시간의 유연화, 근무 장소의 다양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 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 자격증 취득 시
포상, 환경 사업 관련 교육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고도화에 맞추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구성원의 성장 잠재력을 발견하고, 조화로운 이동 및 재배치로 개인
측면에서는 동기부여를, 조직 전체 측면에서는 유효성을 제고하는
등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회사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전 구성원의 친환경 역량 함양을 위해 그룹 교육 플랫폼인
mySUNI와 연계한 ‘친환경 Literacy’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함과 더불어
리더십 진단체계를 개선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한 육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임직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1년부터는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를 대상으 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변화인식, 생애 및 진로 설계와 점검

등으로 구성되는 진로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퇴직 이후
2nd Life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성과평가가

공정한 절차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Self-Review와 함께 적기 피드백을 실시하여 상시적으로

성과를 관리합니다. 절대평가 제도 운영과 더불어, 내부 경쟁보다는
구성원 서로의 성공을 지원하고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협업·태도·행동에 관한 Peer Review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구성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비대면 업무 수행 확대와

같은 스마트워크(Smart work)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선제적

방역조치로 정기 방역 소독 실시, 출입 시 발열체크, 식당 2부제 운영,
마스크 배포, 칸막이 설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성원 대피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선제검사 조치를 통해 집단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감염 구성원에 대해서는 행복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세밀히 살피고 구성원의 회복과 구성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COVID-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Biz. Partner,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위기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재 개발 파이프라인
우수인재 발굴·선발
• 우수인재 발굴·선발

조직진단, 구성원 카운슬링, 장기 고성과 Pool 및
Internal Mobility Platform 활용

우수인재 육성·Talent 획득
• Intensive 육성 전략 실행

Reskill, Upskill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

• Talent 획득을 통해 New Skill 확보

적재적소 배치
• Qualified 인력 필요 분야 배치·활용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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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속가능경영

보상 측면에서는 연차와 관계없이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기반하여

있도록 주식 연계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임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구성원이 주주와

Stock Grant를 실시하였습니다.

차등 보상이 가능한 Incentive Bonus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진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대상 우리사주 청약을 실시한 것에 이어 2022년에는 자사주를 활용한

구성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확대 로드맵

상호
성공지원 및
조직성과
창출
조직성과 창출

상호 성고지원 및

Data
기반
Data 기반

객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

개선·성장
개선·성장
집중
집중

❶ 조직 전체의 행복 기여도

❷ 행복 기여 Peer Review 실시

❸ 상시 성과관리 실시

❹성
 과 절대평가 실행

협력·갈등 해결, 긍정 정서 기여, 역량

행동에 대해 함께 일하는 동료 구성원과

코칭을 통한 연속적인 성과 관리 방식

절대평가(상시 성과관리를 통해 축적된

공동의 가치 추구, Self-motivation,

업무 과정상 보이는 협업 및 태도·

발휘, 과감한 실행, 변화·혁신 추구

리더가 함께 평가(비율 50:50)

자발적인 일 관리와 적기의 피드백·
(2021년도부터 전격 시행)

Task 별 계획된 목표 대비 달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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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육성 로드맵
육성 프로그램
방향

목적

대표 프로그램

내부 역량 강화

글로벌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이해도 제고

• M&A Intensive Course
• On-demand 교육 서비스 제공
• 환경 자격증 취득 지원
• 임원·구성원 영어학습 지원 프로그램

New 리더십

임원진 소통능력 향상 및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팀 시너지 창출

• Level별 Leadership Course 개설
• Team Building Program 운영

Soft landing 및 역량 전이

신규 구성원의 조기 전력화 및
SME의 역량 전이

• 신입·영입 인재교육
• SME 역량의 효과적 활용

핵심인재 육성

전문 역량 향상 및 네트워크 확보 기회 제공

• e-FLP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 Mental Care

Safety Net(정서적 보호) 구축을 통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Mental Counseling Program 운영

균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회사와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보다 높은 3.5% 달성을 목표합니다.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다양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스포츠

분야 외 예술 분야의 신규 포지션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구성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구성원의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을 늘려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리더 Pool의

확대를 위하여 2022년 구성원 핵심 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

가정 생활의 균형 및 안정을 이루어,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획득, 2024년 구성원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일과 가정, 일과

여가의 양립을 위해 근무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성원
서베이, 임팩트 분석 등을 통해 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의 니즈를 적극적으 로
파악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1. 구성원 현황

100억

2021년 말 기준 SK에코플랜트의 임직원은 총 4,458명입니다.

for Success)로 선정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하여 굿 임팩트 포상,

확대는 물론, 스포츠 분야의 신규 직무 발굴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Posting 등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식

당사는 채용 과정에서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직접 채용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3%p 증가하여 3.3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임직원 비율이

13%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여성 관리직 비율을 전년 대비 1.9%p 증가한 5.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선발 비율을 10%로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Biz. 성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 행복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과 삶의

mySUNI를 활용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일과 삶의 균형

및 심화 교육과정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계층별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바탕으로 구성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성원 만족도 개선 로드맵

구성원 유연근무제 참여 비율

95억

2024

Data를 기반으로 연말에 최종 평가)

SK에코플랜트는 수시 채용, 채용 연계형 인턴 등을 통해 청년 고용

구성원 만족도(컬쳐서베이 점수)

90억

2023

성과

목표

구분

2022

단위

2022

2023

2024

%

45

50

55

점

76

78

80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원 육성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룹 교육 플랫폼
환경, Global, Leadership, AI·DT, M&A 등 주제별로 교육 참여 인원
Leadership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비직책자 700여 명, 직책자 300여

명, 신입 임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자 서베이를 통한 만족도 측정, 직책자 서베이를 통한 변화관리

측면의 기여도 측정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행복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의 Life-Cycle을 고려한
주요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행복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행복 서베이 결과와 연계하여 영향력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2021년에는 긍정적 분위기, 공정성, 일과 삶의 균형, Vision 공감대
형성, 성장과 발전이라는 5개 항목을 행복 증진 KFS(Key Factor

복리후생제도 개선, 에피다움 정립, 리더 대상 의식 혁신 교육, Job
노사협의체인 경영발전협의회에서 구성원과 경영층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 역량 강화

SK에코플랜트는 Pathfinding Center와 SK그룹 구성원 대상

교육 플랫폼인 mySUNI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mySUNI를

통한 교육에는 SK에코플랜트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구성원
4,396명(전체 구성원의 98.6%)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전 구성원의

친환경 기본 역량 습득’을 목표로 SK에코플랜트와 mySUNI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친환경 Literacy 과정을 개설하여 약 90% 구성원이

이수하였으며, 친환경 사업 수행인력에게는 ‘친환경 심화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정을 별도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 기반 일하는 문화 확산 및 DT 기반 업무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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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위하여 CDS(Citizen Data Scientist) 양성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있으며 2021년 기준 참여 구성원들에게 평균적으로 약 90점 이상의

취득하였습니다. 추가로, 2022년부터는 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관련

및 직무적성을 진단하는 보물지도 카운슬링 제도 역시 약 95%의

총 44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전원이 Badge를
구성원의 지식 함양을 위하여 해외 국가의 정책 트렌드, 선진기업의

best practice 사례를 사내 포털 ‘에피’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ySUNI를 통해 1 on 1 워크숍, 직책자 대상

Leadership Transformation Program, 비직책자 대상 Ignite

Leadership Program 등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족도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개인의 성향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변화관리의 측면에서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며, 당사 Biz. 현황에 맞는 M&A Intensive Course를 시작으로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측정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가족 지원

구성원 업무 특성, 가족 돌봄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실시
개인별 근무 일정 Self-Design 가능

금요일은 16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육아휴직 최대 2년으로 확대

구성원 근무 유연성

배우자 건강검진:
구성원과 동일 수준 검진 지원(격년 1회)
행복우산 대출 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사전 예방과 초기의 정확한

(UNGC)의 10대 원칙 등을 지지하고 준수하는『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을 제정하고 2022년 7월에 대표이사(CEO)가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은 성별,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 아동노동 금지, 임직원 및 협력사 구성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 등을 비롯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Impact

제도 활용자 88% 만족

구성원 행복도 점수

제도 활용자 95% 만족

상반기(4월)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률 14.8%p 증가

본사 행복날개 어린이집 운영

경조사 지원 확대:
친가·외가 동일 기준 적용, 직계 가족 중심 지원 상향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글로벌 콤팩트

국내 노동관계 법령,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협약, 세계인권선언

관리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업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특별휴가일수 확대:
장기근속자·정년 대상자 휴가(‘Big Break’ 제도) 등
반반차제도 시행

목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요

구성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주요 프로그램 및 성과
주요 프로그램

정책

70.5 점
2.8점 향상(100점 만점 기준)

하반기(9월)

행복 지원 제도 평균 만족도
4.10점/5점 획득

73.3 점

있습니다. HR 담당 조직은 인권경영을 총괄하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정책 수립, 인권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개선 조치 이행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에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취업 규정 및 성희롱 예방

규칙에도 관련 규정을 명시해 엄중하게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 통합 제보 시스템 및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전용

인권 문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법적 분쟁, 기업 이미지 하락과 같은

구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부터
인권영향 평가 를 시행하 여 당사 에 잠재하 는 인권 취약 요 소를

식별해 집중 관리주제로 설정하고자 하며,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인권 취약계층을 분류하고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치지 않고 인권영향 평가 및 고충 상 담 결과 를 분 석해

SK에코플랜트에 맞춤화된 세부 목표 지표를 도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의 주체는

구성원인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콘텐츠를 더욱 세분화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잠재된 이슈에

맞는 자료를 임직원에게 배포하고 Biz. Partner 및 해외법인에는
상황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분

직원 1인당 인권교육 시간
인권영향평가 시행 범위

단위

2022

2023

2024

-

본사

현장까지
확대

자회사까지
확대

시간

2

2.5

3

이메일, 부문별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통해 구성원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CEO 및 감사위원회에 제보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과

⒈ 인권영향평가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상반기에 ‘지표선정-이해관계자 파악주요 인권이슈 파악-체크리스트 작성·평가-보고 및 사후관리’의
5단계에 걸친 프로세스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를 중심으로 전사적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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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지표선정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영향
심각한 부문별 이슈 정의
· 수행 주체 구성
· 평가지표 별 연관부서
· 인권 담당자 선정

2. 인권교육

정책

정규직, 계약직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있으며 ESG센터 산하에 품질조직을 구성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SK에코플랜트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사회 내 사외이사 제외),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 후 이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일정 수준 미달 시에는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2021년 인권교육 이수율은 재교육을 포함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일용직과 해외 기능직의 경우 서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구성원 고충처리
이해관계자
파악

이해관계자 식별·영향도 고려
· 기업 운영 및 사업 관련
· 이해관계자 파악
·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정하기

2021년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총 381건의 경험 또는
목격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 사례를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의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진과 구성원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경영발전협의회에서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구성원 고충 관련 필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권이슈
파악

부정적 인권영향·실제적·잠재적 인권이슈
· 인권이슈 우선순위 설정하기
· 이해관계자·외부 전문가 확인

SK에코플랜트는 CEO의 강한 리더십 하에 품질경영을 추진하고

소방설비에 대한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의 사전 제거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점검 및

측정, 단열재 및 창호 등 마감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성능확인을

진단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설계 적정성과 시공성, O&M 측면에서의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다방면의 기술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 방화구획 및

목표

체크리스트 제작·논의·평가
· 체크리스트 설계
· 이해관계자 참여
· 자료수집 분석

보고 및
사후관리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과 관련하여
경영진과 이사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제품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표준모델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립한 새로운 물적 사고 분류

프로젝트에서 자체 감지 및 Hedging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물적 사고 발생 건수 Zero’를 목표로 세부 목표 및 로드맵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는 COPQ(Cost of Poor Quality)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물적 사고 집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물적 사고 감소의
가시적 성과를 정량화할 계획입니다.

수립하고, 전사 프 로젝트 관리시스템과 연계하 여 핵심 이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이슈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2022

2023

2024

시스템 및
프로세스

• 품질관리 시스템·프로세스 재정비 및 구축
- 동일·유사 사고 예방 중심 재발 방지 형태 구축
- Biz. Partner 품질관리 개선 등

• 품질관리 시스템·프로세스 고도화
- SKEP 품질관리 모델 지속적 개선
- 자회사 대상 SKEP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

• 품질관리 시스템·프로세스 DT화 추진

자원 및
역량

• 변화하는 사업환경(New BM)을 고려한
필요 자원 재설계

• New BM에 적합한 인력 육성 및 확보

• New BM 및 사업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진단
• 자회사 점검·진단을 통한 운영 리스크 관리

• New BM 및 기존사업영역 리스크 감시
체계 수준 제고
• 자회사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진단 고도화

성과

• New BM 및 기존 사업 영역
동시 수행 가능한 인력 확대

• DT 기반 스마트 점검·진단 체계 구축

⒈ 품질경영 인증

⒉ 품질교육 활동

9001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미국기계학회기준(ASME) 등 공신

품질교육을 실시합니다. 부임자 품질교육은 SK에코플랜트의 품질경영

SK에코플랜트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력 있는 인증기관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 및 개선
· 3차 검증(외부 전문가)
· 결과 보고 및 공개
· 개선 조치 이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품질경영 사업 계획을 매년 경영진과

SK에코플랜트는 품질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평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측정, 라돈 관리, 소음

구분

인증 내용

인증 범위

인증 기관

KEPIC

전력산업기술기준인증

국내 원자력 사업장

대한전기협회(KEA)

ISO
9001

ASME

건설산업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미국기계학회기준인증

국내외 전 사업장

ASME Stamp
적용 사업장

LRQA Korea Ltd.

미국기계학회(ASME)

SK에코플랜트는 프로젝트 부임 예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임자
및 품질활동, 프로젝트 품질관리 개론, 사내 품질 IT System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부임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으로서 2021년 1,399명의 구성원이 부임자 품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구성원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프로젝트 품질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 물적 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의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질
부임자 교육과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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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⒊ 품질 점검을 통한 예방

⒌ 재발방지 프로세스 구축·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미 발생한 사고 및

다음 공정 작업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재발방지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SK에코플랜트는 품질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테마 점검을

이슈를 중심으로 물리적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단계에서 품질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운영 단계에서의
품질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과거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 별 필수관리 항목을 지정하고,
반복·유사 물적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재발방지

프로세스는 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파일럿 적용 중이며, 향후 사내
IT 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⒋ Biz. Partner 품질관리 및 지원

6. 소비자 안전 제고 관리

역량 수준이 곧 당사 시공물(Product)의 품질수준인 동시에, 물적

적용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오염물질 권고 기준 내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타 건설사의 대형 사고는 Biz. Partner의 품질
사고와도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이에, 현 Biz. Partner 품질관리체계

중 Biz. Partner 품질역량 제고와 관련 실효성이 낮은 부분을 개정하여
프로젝트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대상 Biz. Partner 확대, 데이터 기반 정량적 평가로의 평가
방식 개정, 저역량 Biz. Partner의 당사 진입 사전 차단 및 단계적

EXIT, 우수 Biz. Partner 대상 실효성 있는 보상 적용, 평가 피드백
프로세스를 통한 Biz. Partner의 자발적 품질역량 제고 및 개선 유도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관리될 수 있도록 준공 전 전 세대 Flush-out을 실시합니다. 또한, 라돈

방출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천연석, 인조석, 타일, 석고보드 등에
대한 방사능 지수 및 라듐 함유량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

SK에코플랜트는 세계인권선언, 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Biz. Partner의 행동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달 규정과 분쟁 광물 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ESG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등과 같은 글로벌
2022년에는 Biz. Partner 등록 및 계약 시 이에 대한 의무 준수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Biz. Partner의 ESG 경영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록업체 갱신 시 해마다 이행해오던 ‘협력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Biz. Partner의 실질적인 ESG 경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주요 신용평가사들과 함께 중소기업에 적합한 Biz. Partner ESG

평가모형을 개발 하였으며, 이는 환경 항목 16개, 안전·인권 등
사회 항목 24개, 윤리경영·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항목 15개로

구성됩니다. 평가는 자료평가 70%와 현장 실사 30%로 이루어지며,
Biz. Partner의 자발적인 ESG 평가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가 이후에는 Biz. Partner ESG Levelup 프로그램에 따라 ESG 경영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하여 각종

한편, SK에코플랜트는 Biz. Partner의 ESG 경영 관리와 더불어 책임

기반의 조달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녹색 구매 정책을 보유하며 친환경 자재의 발굴과 구매실적을 구매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자체 구매시스템(TOMMS)을 통해 녹색구매
실적을 집계하여 관리합니다.

2021년에는 레미콘, 위생도기 등 약 120억원의 친환경 자재를 구매
하였으며, 향후 당사가 구매하는 전체 자재를 대상으로 친환경성

향상 가능성과 효과성 검토를 실시하여 자체 인증체계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정부 공인 녹색인증 자재로 한정된 친환경 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Biz. Partner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사 ESG 개선 지원 프로그램

고위험 협력사 및 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개선 요구 및 지원을 통해 협력사 ESG 관리 수준으로 제고함
정책 수립
1.1

관리 영역
설정

1.2

적용방식

• 3대 영역, 15개 관리 항목, 55개
세부 관리 도출

진단 및 평가
2.1

평가 방식

- 외부 평가기관과 공동 개발

• 적용 대상은 1차 협력사 전체이나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적용

• [평가 대상] 단계별 적용 대상 협력사
• [평가 주기] 연 1회

• [평가 방식] 제3자 전문기관 평가

개선·지원
3.1

개선 요구
및 지원

실시

2.2

관리 대상
선정

• [관리 대상]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 협력사

• [선정 주기] 연 1회

• [개선 요구]

- 방식 : 개선계획 제출 요구
- 주기 : 6개월 내

• [지원]

- 방식 : ESG 개선 지원

3.2

개선
모니터링

- 주기 : 매년

• 개선 이행도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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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목표

SK에코플랜트는 Biz. Partner의 자발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을

참여 비중을 60%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안전전담부서

2025년까지 도입기, 확산기, 안착기를 설정하여 ESG 평가에 참여하는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조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One point 코칭,

제 고 하기 위 해 단계 별 인 센 티 브 도입 을 추 진 하고 있 습 니 다.

Biz. Partner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Biz. Partner의 자발적

설치, 환경경영 관심도 제고, 인권 정책 수립, 윤리경영 문화 확산 등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SG 평가

Biz. Partner 평가 가산점 제공(+3점)

5조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제공 및 창출하였으며, 국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센터장(CSO)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 최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4대 실천 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 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사항,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 사항,

안착기

확산기

2025년~

2023년~2024년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 사항

입찰 기회 확대(본 평가 반영 → Biz. Partner 등급 상향)

평가비용 전액 지원

동반성장대여금 기회 제공

Biz. Partner 평가 가산점 제공(+3점)

10~20%

사규에 반영하였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산업 전반에서 Biz. Partner와

3단계

2단계

도입기

모형 효과성

성장하기 위한 동반성장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Biz. Par tner를 평생 파트너로 인식하여 함께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Biz. Partner와의

1단계

평가비용 전액 지원

성과

의결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반기 1회 운영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Biz.Partner ESG 평가 단계별 확대 목표 및 인센티브

2021년~2022년

정책

20~40%

Biz. Partner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Biz.

Partner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ESG 평가 Biz. Partner 비중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016년부터

업계 최초 5년 연속 최우수 명예기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친환경·스마트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에는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SK에코플랜트와

ESG 경영을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행복날개협의회’를 ‘ECO Partners’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Biz. Par tner
웹사이트 내 협력사 기고란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 등 Biz. Partner와

목표

당사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유지를 목표로

40~60%

2021년 기준, SK에코플랜트는 Biz. Partner와 협력 관계를 통해 약

이견 발생 시 합의와 이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정산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윤리경영 상담 및 제보를 상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등록된 모든 Biz. Partner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총 4단계로 구분하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새로운 BM에 적합한 Biz. Partner 발굴을 위하여 R&D 오픈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과

SK에코플랜트는 핵심 Biz. Partner를 대상으로 매년 1회 ESG
평가를 권장하고 고위험군 Biz. Partner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현황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 및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SK에코플랜트의 10개 Biz. Partner를 대상으로 ESG
평가모형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고, 이후 완성된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핵심 공종·품목 공급 협력사, 안전·환경·품질 우선순위 공종

협력사, 당사 Biz. Partner 평가 등급 상위 협력사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Biz. Partner를 선정하여 약 100개 사에 ESG 평가 테스트를

동반성장 지원대상 비율(전체 Biz. Partner 대비)

One point 코칭 기대효과
환경

4등급컷
(50)

5등급컷
(40)

36.8

6등급컷
(30)

21.8
As-is

진행하였습니다. Biz. Partner에 대한 ESG 평가 결과, 대상기업의
27%가 고위험 Biz. Partner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52.1

사회

4등급컷
(55)

5등급컷
(50)

6등급컷
(45)

To-be (1)* To-be (2)**

51.1
40.1
As-is

To-be (1) To-be (2)

❶ + ❷ : 환경·사회 등급 1~2단계 상향되어 5~6등급으로 개선 예상
❸

: 환경·사회 등급 3~4단계 상향되어 4~5등급으로 개선 예상

* To-be(1) : 정책&조직, 교육 운영 지원 Case
** To-be(2) : To-be(1)+전문 컨설팅 Case

58.6

단위
%

2022
40

2023~2024
80

2025~
100

CASE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Value-up 플랫폼 구축

SK에코플랜트는 UN SDGs 17번 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공공기관, 투자기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플랫폼은 SK에코플랜트가 참여기관들과 함께 ESG 경영을 선도하고

산업계 전반의 저탄소 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고자 설립한 이니셔티브이며, 2022년 7월 20일 SK에코플랜트의 주관하에 민·관·투자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Value-up 플랫폼 구축’ 공동 협약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 기업과

정부 및 투자 기관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기술혁신 기업들과 정부기관, 투자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산업 이니셔티브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협약기관 및 참석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유안타인베트먼트, SK에코플랜트 에코파트너스 회장단 등 다수의 정부 기관 및 투자사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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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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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는 Biz. Partner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제공하였으며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는 체계적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Biz. Par tner에게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법 강화 시행으로 안전전문가에

재무, 인력 · 채용, 기술, 교육, 판로개척, 복리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총 4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대여금 자금 운영 및 무이자 적극 대여,

산업혁신운동과 연계한 공정개선 컨설팅,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성과공유제 및 채용박람회 공동 참여를 통한 인력 확보의 기회 제공,

'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을 통한 Biz. Partner의 핵심 인력 장기 재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통해 기술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면에서는 건설 실무교육 과정을 Biz. Partner의 구성원이 수료할

경영 교육인 Global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 역량 강화를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Biz. Partner 대상의 안전관리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Biz. Par tner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SK에코플랜트 Biz. Partner 대상 윤리경영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CEO 역량 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8회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중 2, 3차 Biz. Partner를 포함한
전체(957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Biz.

Partner 교육을 통해 2, 3차 Biz. Partner에도 동일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분

Biz. Partner 지원 프로그램

지원사항

재무

동반성장펀드

SK 관계사와 IBK기업은행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시중 대비 저리 대출 지원

인력·채용

기술

계약이행보증 지원

산학연계 고용 창출

채용박람회 참여 제공
산업혁신운동
성과공유제

기술임치 지원
외부 위탁교육

교육

동반성장 CEO 세미나

동반성장 Global MBA
기타 교육

판로개척

복리후생
ESG

구매상담회 참여 제공
동반성장몰

경조사비 지원

핵심 인력 장기 재직 지원
선물 제공

ESG 평가 지원

2. Biz. Partner 육성

SK에코플랜트는 당사가 보유한 엔지니어링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술’ 분야 5개사 가 선정되었습니다. 상, 하반기 모두 선정된 업체 15개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사업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후속 방방안을 마련했으며, 비수상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상용화까지의 전 단계를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며, SK에코플랜트의 공사 현장을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하반기 친환경스마트 분야의 기술 수요 발굴 및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SK에코플랜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협력사의 계약이행 보증율 감면

동반성장 투자재원 활용 협력사의 자발적 혁신과제 지원

주요 협력사 핵심 리더 대상으로 체계적 경영 교육을 통한 Mgmt. 역량 강화
온라인 및 테마 교육 지원 등

각종 상담회 개최 시 참여 기회 제공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동반성장몰 운영

발굴하였고, ‘공동 R&D 진행 기술’ 분야 7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ConTech Meet-up Day’
공모전을 2년 연속 개최하여, 친환경, 신에너지, 하이테크, 건축 주택

Biz. Partner 창립기념일 선물 제공
협력사 ESG 평가 참여 지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수요기업과 매칭하고, 1,200억원 규모의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사무실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확대 운영하고 2022년까지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 상반기 Tech Open Collaboration 선정 기술
구분

No.
1
2

공동 R&D 분야

3
4
5
6
7

사업 부문
에코인프라
에코엔지니어링
에코에너지

선정 기술

기업명

건축 자재 친환경 GFRP용 친환경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함침제 개발

카본화이버앤영

고성능 콘크리트 및 미래건설 신소재 활용을 위한 최적 그래핀 개발
산업현장 모니터링 솔루션(MCAS)
MEP 설계 자동화

수소연료전지에서 버려진 CO2와 열을 재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원격 재배 스마트팜 개발
빅데이터 기반 발전설비 예지 조기경보 시스템

Biz. Partner(화이트금속) 광전기변색 스마트 윈도우 필름

에스지머터리얼즈
무스마

에스엘즈

디지로그

필드솔루션
네스포유

2021 하반기 ConTech Meet-Up Day 선정 기술
구분
즉시 적용 분야
3개

No.
1
2
3
4

협력사 경조사 시 화환·조화 및 경조금 등 지원

협력사의 핵심인력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 통해 장기 재직 유도

약 400억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체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실시할

핵심 기술자료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를 통한 보호

주요 협력사 CEO 역량 향상 및 Mgmt. Perspective 제고를 위한 세미나 제공

콘테크밋업데이 수상기업인 ‘케이씨엠티(KCMT)’는 당사 투심위를 통해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Biz. Partner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매칭하여

콜라보레이션 (Tech Open Collaboration)’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사의

SK에코플랜트와 협력사 간 협력 활동으로 원가절감, R&D 등 공동목표 달성 및 그 성과 공유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 실무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술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에코플랜트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인턴교육 후 협력사 채용 지원
각종 박람회 개최 시 참여 기회 제공

사에 대해서는 SK에코플랜트의 관련 사업 부문과 업무협약 체결, 기술

2 0 2 1년 상 반기에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 테크 오픈

등의 분야에서 ‘즉시 적용 가능 기술’ 분야 3개 사, ‘공동 R&D 진행

Biz. Partner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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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R&D 분야
5개

5

사업 부문
에코인프라
에코스페이스
에코인프라

6

에코에너지

8

에코엔지니어링

7

선정 기술

기업명

철근 대체 친환경 신소재(GFRP) 록볼트 및 보강근 도입

㈜케이씨엠티

스마트 비점오염 저감 시스템

대온도차 펌프 내장형 흡수식 냉동기·냉온수기 & 냉동기-냉각탑 일체형 시스템
산화 그래핀 및 AGF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개발
태양광 발전 효율화를 위한 Cleaning & Coating 통합 솔루션
경량 유연 CIGS 박막 태양전지를 이용한 BIPV 모듈 개발
SOFC 연계 저온 분리 이산화탄소 포집 모듈러 시스템

스마트 라우팅 플랜트 건 AI를 적용한 메타버스 콘테크

주식회사 랜드로드
㈜성지공조기술

에스지머터리얼즈
㈜나온씨에스

주식회사 솔란드
㈜카본밸류

주식회사 에스엘즈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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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정책

SK에코플랜트의 사회공헌은 SK그룹의 ‘행복 극대화’라는 철학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탄자니아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구현하고자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 지역사회 등 분야별 사회공헌 사업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사회공헌 미션은 ‘Plant a Green

Impact’이며, 대표적인 사회공헌 영역은 ‘해양생태계, 미래세대 지원,
지역사회’로 구성됩니다.

환경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전략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 중이며, 폐어망 재활용
사업 지원, 에너지 전환 장학사업 등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대상 지역은 지역 사회문제의 심각성, 당사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폐어망 재활용 사업 지원 사업의 경우, 육지에 비해 탄소 흡수 기능이
뛰어난 바다를 살리는 일이 곧 지구의 Net Zero를 돕는 길이라는 인식
하에 육상 폐기물 문제를 넘어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40년 Net Zero를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에너지전환 장학사업은 SK에코플랜트에서 수행하는 태양광 사업과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해양생태계,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NGO와의 개별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세전이익의 1%*를 환경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해

대표 프로그램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사업

한편, SK에코플랜트는 현재까지 충분히 확용되지 못한 환경·에너지

기술을 널리 확산하는 일을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인 SKIL
Demoday와 ConTech Meet-up Day를 운영하고, 당사의 환경

연계하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공헌 시간 등으로 측정되고 관리되었던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영향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딩, 홍보, 협업 등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

환경 ·에너지 산업 내에서는 Open Innovation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

Impact
측정범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에너지전환 장학사업

지역사회
무료수술 지원사업

폐어망 업사이클링 소셜벤처인 넷스파에 기부한 1.5억원은 폐어망을
운반하는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폐어망 재활용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넷스파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주는 NGO인 재단법인

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어망 수거차량 구입 및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협력을 통해 넷스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심센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의 기회를

2023~

환경+사회

성과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80톤의 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폐어망 재활용 사업 지원을 매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

부산 외 타지역 및 해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폐어망

For the People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강화하며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폐어망 재활용 사업 지원은 2022년 부산에서 출발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선한 영향력

미래세대 지원

SK에코플랜트는 바다에 버려지는 어망(漁網) 재활용 사업 지원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에는 부산에서 300톤의 폐어망을 운반할

세전이익의 1%를
사회공헌 및 생태계 지원에 사용
(수익이 증가할수록 관련 예산도 함께 증가)
환경

1. 사회공헌 주요 활동

마련하는 등 상생과 협업 기반 사회적 가치(SV) 창출 모델을 구축하는

사회공헌 확대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결식아동 식사지원사업

대표 SDGs

원칙

당사의 핵심 비즈니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역사회 현안을

지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상자 중심의

For the Planet
해양생태계

폐어망 재활용 사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철학과 방향성, 목적을 포함하여,

등 임직원에게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포인트를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에너지전환 장학 사업에 사용하는

미래시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Theme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구축하여 협력과 연결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까지 사회공헌 정책 내에 파트너십 기반의

또한, 기존에 총 투자금액, 구성원 총 자원봉사 시간 및 인원, 1인당

Plant a Green Impact

방향성

성과

사용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구성원의 사내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SK에코플랜트 사회공헌 체계
Mission

목표

재활용을 통한 탄소 감축량도 연간 1,080톤에서 2023년 이후

1.5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전환 장학사업은

아프리카에 태양광 발전설비 기부를 통한 연간 탄소 감축량을 2022년
81톤에서 2023년 이후 100톤 이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국내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SKIL Demoday와 ConTech Meet-up Day를
202 2년부터는 해외 스타트업 및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스타트업까지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넷스파-심센터 협력식

에너지 전환 장학사업

SK에코플랜트는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인 '솔라카우' 설치 사업을
위해 국내 태양광 분야의 스타트업인 요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핸드폰 보급률이 높지만, 전기 사용이 어려워 주로
등유를 사용하며, 핸드폰 충전을 위해 4~6시간 거리의 충전소까지

걸어가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솔라카우를 학교에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쓰던 등불을 대체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 문제 해결에도
수익의 1%를 환경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

구성원의 탄소중립 실천을 통하여
환산된 적립금 전액 기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NGO인 세계가나안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요크에 1.6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솔라카우 3대와 충전식

보조배터리인 솔라밀크 750개를 아프리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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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내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행복두끼 프로젝트

또한, 스포츠 선수 채용 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업 및 지원자의

2. SKIL Demoday

대당 연간 27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예상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지원 사업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기부한 5,000만원은 부산 연제구

위한 보조 인력을 배석시켜 지원자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딩, 홍보, 협업 등 성장을 지원하여 Open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매년 추가적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솔라카우 한
81톤의 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안면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지원사업

SK에코플랜트는 1996년부터 매년 얼굴기형 어린이 150~200명에게
무료수술 지원 사업을 지속해오 고 있습니다. 수술 지원사업은
1996년~2019년 동안 24회 진행되었으며 총 4,100여 명에게 시술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수술 진행을 넘어 현지 의료진에게 의료 기술을

공유하고, 구매한 수술 장비를 해당 병원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원 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수술 장비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한 결식 우려 아동 끼니

내 결식 우려 아동의 밑반찬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0명의 아동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8,334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를 대상으로 PP 소재의 다회용기로 밑반찬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지원 종료 후에도 지자체에서 계속하여 대상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추가적으로 1.8억원을 기부하여 다른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밑반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및 의약품 구매비용, 입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SK에코플랜트 장애인 스포츠단

재개하고 추가로 1.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안면기형

확대를 추진하고자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채용을 진행하고

코로나로 인해 본 사업을 2년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 9월부터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을 통해 연간 경제적 손실 44.7억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

SK에코플랜트는 2006년 4월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의 집, 이용시설 등 을 개선하 는 봉사 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를 선정할 때는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행복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수립, 2020년 7월에 5개 종목 17명의 선수로 ‘SK건설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단 체계

창

인정

고
용

고용

장애
인

중증

SKEP

화
활성

스포츠
선수

제공
직무

고용지원

용
고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라오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사고
피해자 직접 보상비 약 5,670만달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COVID-19 장기화로 2021년 말 예정이었던 영구주거 단지

* 증빙이 없는 재산 손해는 아직 협의 중이며 2022년 10월 완료 예정

공단

급여&관리

주민이 조속히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잔여금은 2022년 7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출

SK에코플랜트는 2018년 7월 라오스 댐 사고 이후 즉시 피해

이외 Master Plan 지원비 3,620만달러 중 3,440만달러를 지급

용
고

총 1,290만 원이 혈액암 아동들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지속 개발하고 고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을 높였습니다. 셋째, 영구 주거단지 및 인프라 시설 건설

규
신

총 300여 명의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들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완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2년 5월 말 기준 93.3% 까지

육
체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휴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 1~2월에

‘여성장애인 적합 직무’로 선정하고 여성 장애인 중심의 특별 채용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년에는 선발된 8개 기업에 전문가 네트워킹,

테스트 베드 등을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그 중 두 개 기업에게

총 6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개 기업에게도 투자
또는 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SKIL Demoday는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및 스타트업과의 기술협력 활동 을 통 해 상생협력을 강 화 하 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Model’을

‘헌혈 반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데이(Blood Day)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반차를 사용하여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할 수

아 울러, 비장 애인 파견직으 로만 운영한 본사 사무지원 직무를

개최하여 선정된 Top 3 기업에는 상금 지급과 함께 투자 심사대상

주민에 대한 구호 활동 및 복구 활동에 착수하였으며, 피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블러드 데이’와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며, 헌혈 반차는

7월 총 26명의 선수단(중증: 23명(88.5%))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쳐 투자 및 협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 후 SKIL Demoday를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애인체육회, 한 국 장 애인고용 공단 등

혈액부족을 해소하고자 SK에코플랜트 또한 해당 캠페인에 동참하고
헌혈 버스가 사옥 및 현장에 직접 찾아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효과적 관리 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대상 종목을 확대하여 2021년

Innovation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3. ConTech Meet-up Day

자재나 현장의 잔여자재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생명나 눔 온(溫 )택트는 SK 그룹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 스포츠선수 17명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라오스 주민 구호 활동

3,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모델하우스의 전시

생명나눔 온(溫)택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고도의

SK IL Demo day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을 보유한

SK에코플랜트는 그룹 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고용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총 6회 진행 및
있으며, 이를 통해 회당 약 1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 제공은 물론, 수어 통역사, 감독·코치 등 시청각장애인을

우수선수추천

프로그램으로 서류 검토와 PT 심사를 통해 즉시 적용가능한 기술과
공동 R&D 진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선발된 8개 기업에게 기술 고도화 및 현장 Test Bed를 지원하였으며,

공동 R&D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 1개 사는 프로젝트 적용을 완료하였고, 5개사와는 MOU를
진행하여 공동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ConTech Meet-up Day는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케이씨엠티’와의 공동투자를 통한 친환경 신소재 사용 확산 강화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ConTech Meet-up Day를 통해 선발된
GFRP 보강근 전문기업 ‘케이씨엠티’, 친환경 신소재 기술기업

‘카본화이버앤영’과 함께 2022년 케이에코바* 생산라인 구축에

공동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24년까지 연간 4만톤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 현장에

파일럿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한편,
당사 외 타사로까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훈련&육성

* 고철,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자재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50% 이상 적음

서울시

체육회
우수선수 추천

ConTe ch Me e t-up Day는 SK에코플랜트의 B iz . Par t 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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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SK에코플랜트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자사와 고객의 영업비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및

·시스템적 보안관리체계를 전 보안영역에 걸쳐 촘촘히 구성 및 발전시켜

기업 및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보호를 정보보호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인적·물리적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편입되고 있는 자회사의 보안수준을 당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근통제 3원칙*에 기반한 중요 데이터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빈틈없이 보호하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진단·검사·감사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정책의 준수여부 및 보호대책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를 지정하여
보호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

리스크에 대한 식별 및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정책을 제·개정하고

Vision 2025

*	① 알 필요성(Need to know)
② 최소권한(Least privilege policy)
③ 직무분리(Separation of duties)

2022

2023

2024

정보보호 인증 취득

1. ISMS-P 재심사
2. ISO 27001 사후심사
3. ISO 27701 사후심사

1. ISMS-P 사후심사
2. ISO 27001 사후심사
3. ISO 27701 사후심사

1. ISMS-P 사후심사
2. ISO 27001 갱신심사
3. ISO 27701 갱신심사

구성원 개인정보 관리

구성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조치
(41개 시스템)

구성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조치
(27개 시스템)

구성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조치
(30개 시스템)

전사 보안관리 수준 적절성 및 보안정책, 현행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진단, 점검, 감사 체계
수립 및 운영

원격 근무환경 보안

보안사고를 조사 및 손실·손해 최소화 방안 수립 및
운영

자회사 보안관리

1. 원격 근무환경 보안강화
〮 사용자 인증 강화 (MFA 적용)
〮 IT·보안 운영인력용 안전한
원격접속 환경 구축

1. 신규 편입 자회사 보안 강화(발생 시)
〮 자회사 보안관리체계 진단
〮 Quick-win 과제 수행
〮 보안 목표수준 수립·개선
2. 기
 존 자회사 보안수준 관리(9개)
〮 보안수준 개선 이행 진단

(반복 수행)

· 전사 정보보호 총괄

❶ 보안 Governance
❼
IT
보안

❹ 자산 분류 및 위험분석

❽
물리
보안

❾ 보안 진단, 점검, 감사

⓫ 보안위기관리

❸ 보안 인식 교육, 홍보, 변화관리

보안 총괄조직(기획, 감사), 운영조직, 협업조직,
부문별 관리 조직, 부서 내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사 보안 조직체계 구성

❷ 보안 정책

내부 구성원 및 외부인에 대한 보안 관리

❻ 내부 정보 보호

❾ 보안 진단, 점검, 감사

IT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관리 및
외부공격 예방, 탐지·모니터링,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⓫ 보안위기관리

❽ 물리 보안

회사의 주요 자산을 식별, 분류하고 자산 별 보안
위험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험 관리

· 보안 솔루션 운영 관리
· IT 보안 취약점 진단
· 사이버 모의훈련
· 보안점검(문서·생활)
· 보안교육(전사·신규)
· 정보 유출 모니터링
· 각종 예외 검토·승인
· 개인자료 반출

❿ 보안사고 조사 및 처리

구성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및 회사보안 정착을 위한

❹ 자산 분류 및 위험분석

운영·모니터링 파트

내부정보(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유출 예방,
탐지·모니터링,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❼ IT 보안

변화관리 활동 기획·운영

· 전사 보안 기획
· 보안 감사
· 그룹 Comm.
· 개인정보보호
· 그룹 보안관리체계
· 인증(ISMS-P 외)
· 보안정책 관리
· 보안 리스크 사전 검토
· 보안솔루션 도입

❺ 인사 보안

전사보안의 기준이 되는 보안정책(규정, 규칙,
운영원칙 및 절차, 메뉴얼 등) 제정 및 주기적 검토, 개정

❸ 보안 인식 교육, 홍보, 변화관리

· 전사 보안 목표, 비전 수립

기획·감사 파트

❷ 보안정책

승인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원격접속 환경 구축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구분

정보보호팀

Security Framework

❶ 보안 Governance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분화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Global E&C Security Leader

❿ 보안사고 조사 및 처리

위협관리, 시스템보안, 유출통제, 물리보안 등 핵심 관리 영역별로

체계를 운영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 사이버

내부정보 유출 통제

안정적 운영과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❻
내부
정보
보호

내부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사외 메일 발송 시 사전

세 가지를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여 회사의

❺
인사
보안

SK에코플랜트는 정보 유출 및 위반 건수 Zero를 목표로 정보보호

있습니다. 2021년에는 IT재해복구, 클라우드 보안, 재택근무 보안 지침

전담 보안조직
Mission

목표

사옥 등 주요 시설물 출입통제 및 유형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호체계 수립·운영

회사에 유·무형의 손실을 줄 수 있는 재난, 재해, 침입
등의 위급·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절차 수립
Cloud 보안

1. 내부정보 유출 모니터링 영역 확대
1. 내부정보 유출 모니터링 고도화
〮 신규 보안 시스템 연동 및
〮 머신러닝·AI 기반 분석방식
시나리오 개발 (MFA 등)
적용을 통해, 사전 정의된
〮 대내비 자료 공유 행위 모니터링
시나리오 외 이상행위 탐지
〮 경력 입사자 전직장 자료
유입행위 모니터링
2. 사외 메일 발송 사전 승인
시스템 구축
〮 사내 외부 발송 메일의 사전 승인을 통한 정
보유출 방지

1. 신규 편입 자회사 보안 강화(8개)
〮 자회사 보안관리체계 진단
〮 Quick-win 과제 수행
〮 보안 목표수준 수립·개선
2. 기
 존 자회사 보안수준 관리(1개)
〮 보안수준 개선 이행 진단

1. 클라우드 Architecture 설계
2. 1단계 클라우드 보안 적용
3 클라우드 보안 점검(반복 수행)
* 1단계 : Cloud 이관 완료 일부 시스템

1. 클라우드 보안 점검(반복 수행)

1. 2단계 클라우드 보안 적용
2. 클라우드 보안 점검 (반복 수행)
* 2단계 : Cloud 이관 완료 전체 시스템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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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성과

SK에코플랜트는 감사, 진단, 모의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하여 2021년 ISMS-P 인증을 전환 취득하고 ISO 27001,

진단과 그룹 감사 조직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이 주관하는 멤버사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룹 보안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자체

보안관리체계 진단을 매년 1회 시행하며, 그 밖의 보안 운영에 대한
감사는 매년 테마를 설정하여 연 1회 진행합니다. 이는 보안 체계를

비롯하여 인적·물리적·기술적 영역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감사 결과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 차년도 보안 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해킹은 연중 상시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악성 메일 대응 훈련,
시스템 복구 훈련, 암호화 키 변경 훈련, 디도스 (DDoS) 공격 대응 등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ISO 27701 등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여 대외
이를 통해 정보 유출 및 위반 건수는 3년 연속 0건을 달성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이상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적인

내부정보 유출 시도 및 징후에 대한 상시 대응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부유출 모니터링 고도화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사 시스템의

현황을 진단 후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도출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옥 내 IT 인프라 강화, 원격 근무환경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자회사의 보안 수준 진단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보안 관리 체계

그룹 보안
가이드라인 교육

수준 진단

목표수준 도출

목표수준 이행

수준 진단

그룹 보안
가이드라인 교육

보안 관리체계 수준
자체 진단 수행
(최초 진단)

보안 관리체계
목표수준 도출

긴급 개선과제 이행

보안 관리체계 수준
자체 진단 수행
(정기 진단)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모의훈련명

사이버 모의훈련

악성 메일 훈련

훈련 내용

모의훈련용 스피어 피싱 메일 발송 후 공격 성공률 측정

암호화 Key 변경 훈련

문서보안 및 DB암호화 Key 유출 가정하에 신규 암호화 Key 변경 훈련 수행

시스템 복구 훈련

서버 장애 상황 가정 하에 시스템 복구 및 서비스 재개 훈련 수행

디도스(DDos) 공격 대응 훈련

모의훈련용 DDoS 공격 수행 후 상황전파, 공격 차단율 등 DDoS 대응 수준을 점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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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책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 · 법적 책임은

구분

물론이고 사회적 통념상 요구되는 기대 수 준까지 충 족시키는

반부패

국제표준에 따라 준수 범위를 밸류 체인 전반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성원, 고객, Biz. Partner, 주주, 사회에 대한 SK에코플랜트의 자세

윤리경영 시스템
3요소
3C

및 역할과 구체적인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윤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별도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윤리경영담당은 실행조직으로서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 윤리 및 반부패 관련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책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다양한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구 성원의 공 감대를 형성하고 윤리 실천 마 인드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직원 및 이사회, Biz. Partner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및 파견직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SKMS(SK Management System)가
정의하 는 윤리경영과

현실적 추 구 방 안 에 관한 교육 을 매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SK에코플랜트는 2024년까지 반부패 위반 건수 Zero를 목표로
구성원의 윤리규범 실천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리 및 반부패 관련 위반 사항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뇌물, 성희롱 등 세분화된 체계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며,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SK그룹 멤버사로서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부패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반부패 관리 역량 등을 지표화하고

측정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전 구성원 대상 윤리

및 반부패 교육과 제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
기반을 공고화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윤리 및 반부패 교육의 대상을 글로벌 스태프, 자회사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회사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리교육

공감대
Cons e n sus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행동기준
Code

기업윤리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구성원의 행동지침
윤리규범, 실전치침 등

제도
Compliance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과 각종 제도
윤리경영 전담조직, 상담·제보 처리기능, 윤리감사 등

공감대
Consensus

체계적 · 주기적 교육으로 윤리경영의
실천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
CEO MESSAGE,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활동 등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기본원칙과 회사와 구성원의 행동원칙
구성원, 고객, 주주, 비즈니스파트너, 사회
윤리경영 실천체계
조직, 상담 · 제보채널, 제보자 보호 등

윤리경영 실천규칙

구성원의 행동지침
회사가 금지하는 비윤리행위
정의(금품수수 등)
윤리경영 실천가이드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

2022

법률리스크에
대한 정기
감사 수행

규제 및
정책 위반 건수

-

0

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관리

-

글로벌 스태프
및 자회사
임직원
교육대상 확대

교육 수료 비율

%

100

2023

법률리스크
취약분야
집중 감사

2024

감사결과의
조치 및 반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0

0

윤리교육
유지
콘텐츠 고도화

100

Biz. Partner 행동규칙

Biz. Partner의 행동지침
윤리경영준수를 위한
행동 요구사항

Biz. Partner
ESG 평가

2. 리스크 점검

리스크 사전점검

SK에코플랜트는 구매, 인사, 비용 등 주요 업무영역에 대해서 자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리스크 감지 시스템을 통해 매년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정 시스템은 윤리경영 담당 조직 주관으로

리스크 항목을 업무별로 분류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업

부서에서 자체 또는 윤리경영 담당과 함께 리스크를 점검하며, 리스크
감지 시스템은 각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적정
처리 여부를 감지합니다.

100

내부감사

수행 중인 프로젝트, 본사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절차, 관련 법 준수 여부, 개인의 비윤리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

⒈ 윤리경영 및 반부패 프로그램

2021년 SK에코플랜트는 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감사

사례 교육’을 신입·경력직원 및 주요 직군·부서 구성원 대상으로
‘함께하는 윤리경영 교육’을 약 100회 진행하였다. 300개 이상의

조직이 ‘딜레마 사례 토론식 워크숍’을 통해 리더와 구성원 간 윤리적

의사결정력을 함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임원 대상
별도 윤리경영 교육을 통해 SK그룹의 윤리경영 철학에 대한 이해를

윤리규정

세부행동지침

-

C

제도 nce
a
pli

기반한 윤리규정, 실천규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은

세부 이행 계획

om

Compliance, Consensus)로 이루어진 윤리경영 시스템과 이에

행동
기
Co 준
de

경영을 의미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3가지 실행 요소(3C: Code,

단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윤리규정 준수 및 반부패를 다짐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윤리규정 준수 서약을 받고 있으며, 윤리 실천 의식과 윤리경영

제도·문화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 Sur vey를
실시합니다. 파견직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실천주체 및 제도의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윤리경영 수준 평가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Survey 결과, 제보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보자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활동 지속, 윤리경영 교육 내용 개편

부문별로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2021년부터는 종료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산감사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유관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윤리경영 상담 제보 채널 운영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 Biz. Partner,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윤리 행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윤리경영 상담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보자 보호
주체, 제보자 보호 내용(신분 보장, 비밀 유지, 신변 보호,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2021년 2월에는 보호 조치를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보자를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및 현장 대상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4. 위반 및 조치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Biz. Partner 약 1,000여 개를 대상으로 당사

「하도급법」「
,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반 사항 관련자

윤리경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윤리경영의 취약 영역과 관련 요청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외부 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SK에코플랜트의 윤리경영 수준, 불공정거래, 금품·향응, 신고 채널에
대해 설문하였고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리스 크 점검 활동 및 윤리경영 상담 제보를 통해

51명에게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 구성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레터 송부, 위반 사례 교육, 상벌심의위원회 결과 공지 등을 통해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Appendix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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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정책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준법 시스템인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 M& A를 확대함에 따라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적으로

부합하는 CP을 구축하기 위하여「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운영하고
CP운영을 총괄하고 CP 운영 계획 및 성과를 분기별로 이사회 또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을 통해 준법 문화 정착을 다짐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 등 다양한 C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외 CP,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를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으로 편입하여 CP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하였으며, CP 운영 규정 및 규칙(사규)을 개정하여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의무 명확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요건

명확화',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법 위반자 교육 강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CP 운영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M&A 이전 해당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파악하고
인수 후 SK에코플랜트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접목시키는 프로세스를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및 역할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총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점검, 보고활동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대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 사례별 · 직무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해외 M&A가 진행되는 업체들과의
M&A 및 투자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외 부패방지법 규정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TF (Task Force)에서는 2021년 전까지위험 노출
정도가 높은 해외 영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 한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윤리교육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
과정을 별도 수립하고 SK에코플랜트 전 구성원들 대상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포함한 해외부패방지법, 당사의 글로벌 CP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실무수행
부문 공정거래
업무지원

5. 사전 점검 시스템

선별하고 관련 리스크를 유형화하여 교육, 점검, 시스템 등의 리스크

업무에서의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로 점검하고 예방함으로써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중 회사의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법규를
통제 방안을 분기별로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 교육

2021년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2021년

1 2 월 시 행) 교육 을 신 규로 진 행 하고 전 구 성 원 을 대 상 으 로
부당특약·서면 발급 위반 사례 등 법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례별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 교육 확대로 당초
교육 목표 시간인 7,000시간을 상회하는 7,965시간의 교육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3. 해외부패방지법 교육

2021년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계약직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본 온라인 교육은 실제

SK에코플랜트 전 구성원은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1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수율은 약 93%로 나타났습니다.

4. 자율준수편람

전 구성원의 준법 정신 확립을 위한 신규 입사자 대상 CP 기본

이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개요, 제재 기준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공정거래
교육시간 확대*
CP등급 달성

단위

2022

2023

2024

시간

4,500

4,600

4,700

등급

CP 평가
최초 신청 및
A등급 이상 획득

CP평가
AA등급 이상
획득

CP평가
AA등급 이상 유지

* 분사로 인한 임직원 수 변경을 고려하여 3개년 목표를 재수립

입찰 담합 방지

업계 모임 참석자는 사전신고서에 참석 목적, 참석 인원 등을 작성하여
Compliance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상 행위 발생 시에는 즉각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이며, 특약 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Biz. Partner 기술 탈취·유용 방지

2018년부터 계약·입찰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절차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술탈취 및 유용 등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 위반 사례 방지

허위 광고 등 표시 광고 관련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카탈로그 등의

주관의 CP 평가 최초 신청 및 A등급 이상 획득, 2023년 CP등급

교육은 2021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9월에 실시할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고

현장설명서 내 하도급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이해도와 준수 의식 제고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업무 절차를 Compliance팀, 법무팀 등이 사전 검토하여 일상적인
있습니다.

방지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 글로벌 CP에 대한 구성원들의

교육,「공정거래법」「
, 하도급법」개정에 따른 실무자 대상 집중 교육,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1. 위험성 평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교육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부패

AA 획득을 목표로 CP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자율준수 사무국

부문 자율준수 사무국

아울러, SK에코플랜트는 대표이사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활동 및 운영상황 이사회 보고

자율준수사무국 협조 및 지원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 위반 0건을 목표로 공정거래 이행을

자율준수관리자

부문 공정거래 업무 총괄

규정」「
, 해외 선물 및 접대 규정」등을 제 · 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목표

CEO

부문 자율준수 관리자

구성원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에

성과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최초로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법규 개정 사항, 정책 변화, 최신 위반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꾸준히 개정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부,
Biz. Par tner, 소비자,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표시광고법」「
, 약관법」의 4차 개정본을

광고물 제작 시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

셀프 체크리스트, FAQ 사례집 등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하여 법
준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구성원 대상 온라인 Q&A 게시판 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 및
최신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4차 개정본에는 2022년 2월에 시행된

6. 이행 점검 프로세스

관련하여 업무 체크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구성원들이 이를

내부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국내 전

하도급법 및 2021년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이 반영되었으며
활용하여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판

2008

1차 개정
2011

2차 개정
2015

3차 개정
2017

4차 개정
2021

사전 점검과 더불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10개(하도급 대금 지급, 부당 감액

금지 등) 및 건설산업기본법 4개(하도급 사항 발주자 통보,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 항목의 위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 건에 대해서 적법 이행 여부를 전수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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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정책

SK에코플랜트는 신사업, 투자 뿐만 아니라 ESG 경영상의 리스크

및 규모, 방식 등을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리스크는 CEO 및

유관부서와 수시로 소통하여 사업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식별 및 검토

단계별로 수립된 RBS(Risk Breakdown Structure)를 바탕으로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리스크 유형별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ESG 리스크를 포함한 실사 진행

종료 시까지 각 사업BU와 유관부서 간의 협력을 통하여 리스크 규모를

리스크 관리 조직도

1차 투자심의위원회

2차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Top Mgmt.

(CEO, CFO, ESG 센터장, Corporate Strategy 센터장)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영향의 Zero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Operation 단계

CEO 및 이사회

전사 Operation 관리조직의 검토,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을 선 검증하고 예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제·관리합니다.

CFO 산하 조직 및
Corporate Strategy 센터

프로젝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석 툴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리스크 발현 시에는 발생원인과 영향

전사의 리스크 관리 컨트롤 타워

사업

규모를 즉시 확인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복구 방안을 도출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종결보고
프로세스를 거친 뒤 Lessons Learned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투자
Operation

투자

사업에서 같은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투자 후 운영

2. 투자

1. 사업

당사는 투자안에 대해 ESG 리스크를 포함하여 전략적 적합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조직은 전 프로젝트

투자심의 과정을 통해 해당 투자안의 종합적인 리스크를 각 담당

운영 단계에서 이슈와 잠재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직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있습니다. Qualit y Gate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 이슈 점검

ESG 리스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ESG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여 위험

협의체를 운영하며, 전사 관점에서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준을 낮추며 ESG Controversy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하여 프로젝트 Operation Control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ESG 리스크 및 Hedging

마케팅 단계

방 안 을 투 자 심의위원회 상 임위원에게 설명하고 2차 례에 걸친

투자심의위원회 표결을 통해 가결된 안건에 한하여 투자가 진행되며,

마케팅 단계에서 사업의 잠재 리스크를 최대한 식별하고, Hedging

투자 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가 넘을 경우 이사회의 최종

방안을 도출하여, 종합적 사업성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여부 및 참여

결의 후에 계약 및 투자가 진행됩니다.

규모를 결정합니다. 입찰 초기 단계부터 수주 시까지 각 사업 유형

프로젝트 선정

식별 및 평가하고 C-Level(CEO, CFO)에 보고하여 리스크를 완화하며,
경영기획담당이 주도하여 소각장·매립장 등 사업특성을 반영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 변동요인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리스크 발현 예상 시 연말 추정 손익에 반영하여 관리하며,
중장기적 Value-up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3. ESG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미래 방향성과 환경·사회·거버넌스 리스크를 도출하고,

비즈니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환경부문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됨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 등이 중요한 사업 리스크로 편입되었으며, 사업 선정 및

투자 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물론 전환적 리스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발현 및 발생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리스크 전담 조직
→ 리스크 책임자 → C-Level 순서로 보고가 이뤄지며, 리스크 유형에
따라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안전의 경우 CSO산하 안전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이 이루어지며, 전사 대응이 필요한 비상상황
시에는 위기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너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따라 참여사업 범위가

QG 1
참여

투자 의사결정 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업별 핵심 리스크를

목표

Quality Gate 주요 단계별 의사 결정 프로세스
QG 0

투자 후 운영 단계

SK에코플랜트는 경영환경 분석, 투자자 그룹 분석, 사업전략 및 성과

투자 단계

사전정보 수집

CEO 승인 후

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시, 의사결정권자에 사전 보고되며, 마케팅 단계

리스크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ESG Review 및 심사진행

합니다. 도출된 개별 리스크들의 원인 분석을 통해 핵심 리스크를 선별

이사회에 보고되며, CEO의 연간 성과와 함께 이사회에 매년 2회 핵심

마케팅

투자심의 프로세스

QG 2
프로젝트

참여조건 결정

QG 3
프로젝트 계약 및
입찰결과분석

QG 4
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준비

QG 5
프로젝트 실행

QG 6
프로젝트 종결

대폭 넓어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갑작스러운 리스크의 Zero화 및 사업 전반의 ESG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 Value-up’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

1. 투자심의 프로세스 신설

2 0 2 0 년 종합환경기업인 EM C 인수 를 시작으 로 2 0 2 1년부 터
본격적으로 환경·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검토 안건이

급증하면서 당사는 투자 의사결정에 적합한 투자심의 프로세스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 안 검토 사전 승인 절차와 2차례에 걸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략적합성, 경제성, ESG 리스크를 통합

검토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신설된
투자심의 프로세스를 통해 23건의 투자심의를 실시했으며, 이 중
12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IT기반 리스크 관리

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IT 기반의 Quality Gate(이하 Q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G 시스템은 매년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경영 방향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단계별 사업성 검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마케팅 단계에서 190여건의 사업 중 160건이 당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검증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3.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시스템(e-PM) 개발

2021년에는 프로젝트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사전 식별
IT 시스템인 e-PM을 개발했습니다. 핵심 지표의 시각화 및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144개의
프로젝트를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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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보고
리스크 사전 식별 IT 시스템 e-PM

조달

안전

품질

프로젝트
정보

원가

신규 System
리스크

❶
프로젝트
Operation System

❷
데이터 베이스

❸
모니터링 포털

프로젝트
Mgmt.

사업·Function

폐기물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S

Biz. Partner
보안

G

준법경영
전문성 확보

국내외 사업장들은 공인된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 시 세무 정보를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국내외 세법 내역을 반영하여 조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된 외부

것입니다. 세금 누락 방지와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자회사와
통합하여 세금 납부를 추진 중입니다. 4차산업의 기술혁신과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DT)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를 구현하고, 조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법정세율에 적법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유효세율을 포함한

조세 관련 정보를 감사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모든

비즈니스 영향

녹색 건축물 수요 증가
친환경 사업 투자 기회 확대

조세 데이터 관리
위기

기회
⃝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저탄소 제품 수요 증가

⃝

⃝

중대재해 처벌 강화
건설업 특성상 높은 사망률

⃝

⃝

⃝

글로벌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자원 순환 중요성 강화

하도급 처벌 강화
Biz. Partner 재무 불안정성
내부 정보 유출 방지
해킹 공격 방지

뇌물수수, 자금 횡령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 비금전적 제재
불투명한 의사결정
이사진의 ESG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과

ESG 경영 리스크 및 대응 현황

기후변화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합니다. 매년

자회사 증가 및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조세 회피 등 불법적 이슈를

세무법인을 통해 세무조정 자문 용역을 받음으로써 국가별 세법과

- Operation System에 산재해 있는 프로젝트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종합 분석 및 Issue & Risk Sensing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Data를 활용하여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포털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E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조세전략을 강화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립하여 계열 회사 간 거래에서 국가 간 조세 제도, 세법 차이를

Visual Planning

친환경 시장 확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와 OECD 및
BEPS Project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정책을

공정

리스크 요인

목표

SK에코플랜트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각 국가의 법령에 맞춰 투명하고

Real Time
기존 System

정책

⃝

⃝

⃝
⃝
⃝

⃝

대응 현황

G-SEED 인증 확보, 삼강앰앤티, TES 인수,
동남아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
2040 Net Zero 선언
투자심의 프로세스에 ESG Review 도입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2021년 재활용률 99% 달성

ESG위원회 산하 안전자문단 운영
안전관제센터 도입

Biz. Partner ESG 경영지원 모델 개발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선정
CISO, CPO 지정
정보보호 관련 ISO 인증 취득

구성원 대상 윤리교육 시행 및 위반 사례 관리 감독, 개선
사내 자율준수사무국 운영
ESG위원회 설립
재무 및 ESG 전문가 이사진 확보

납부세액 산정 시 여러 세무 자문법인의 납부세액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통해 세금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9

법인세율**

%

24.2

실효세율*

%

2020

2021

3.84

19.71

27.82

24.2

27.5

세전이익

원

228,680,820,891

236,061,399,063

405,236,477,491

해외수입비중

%

17.46

17.94

29.05

납부세액

* 납부세액/세전이익
** 한계세율

원

8,783,949,412

2021년 해외 납부세액
지역

아시아

납세세액(원)

5,737,331,252

중동

1,271,580,828

북미

382,015,969

남미
유럽

계

406,056,916

804,762,230

8,601,747,195

46,522,005,109

112,749,907,018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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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SK에코플랜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자원순환, 스마트시티를 종합한 순환경제 실현을 통해 The Zero City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 각 부문은 순환경제를 위한 도시 시스템의 일환이며 The Zero City라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됩니다. 당사가 보유한 역량과 새롭게
확보한 기술을 결집하여 The Zero City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반현황
구분

설립일자

사업장수
임직원수

재무성과
주요
사업 부문

글로벌 네트워크
SK에코플랜트

1977년 8월 1일

해외지사
: 24개국
28개지사

48개

4,458명

수주잔고: 19조 1,760억원

매출액: 5조 3,367억원 | 영업이익: 612억원

해외법인
: 15개국
18개 법인

신용등급: A-

친환경,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건축·주택, 인프라,
산업플랜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사우디 아라비아,

UAE(3),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미국(2), 멕시코, 태국,
이라크(2),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헝가리, 폴란드,

영국, 인도, 중국, 이탈리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칠레
미국, 중국, UAE, 쿠웨이트, 케이만제도, 에콰도르,

태국(2), 싱가포르(2),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캐나다,
영국, 튀르키예(2), 네덜란드, 라오스

환경 사업

에너지 사업

솔루션 사업

SK에코플랜트는 환경 사업의 표준화 및

SK에코플랜트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SK에코플랜트는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사업장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각 사업장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블룸에너지

도시의 환경·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시스템화된 경영환경을 구축하여 개별

간 친환경 기술을 연결 및 공유함으로써
환경 산 업의 선진화 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Downstream(소각·매립·
수 처리 ) 에 서 확고한 시 장점 유 율 을

기반으로 Upstream(수집·선별·재활용)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초순수, 무방류 등 혁신 기술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 발 한 친 환 경 사 업 모델 은 아시아

경제벨트까지 진출하 여 국내 1위의

친환경 사업자로서 위상 확보는 물론,
아시아 대표 환경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및 개발하고

(Bloom Energy)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SOFC)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전해(SOEC) 사업을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청정 수소 공급을
늘려 수소 밸류 체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DT 기반 에너지 IT

플랫폼을 개발하여 에너지사업의 밸류

체인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함으 로써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해 환경·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있습니다. 또한, 핵심 사업영역인 플랜트
EPC와 고객이 필요로 하 는 맞춤형

Tech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2차 전지, LiBS,

Data Center 등의 미래 산업과 친환경
수소,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친환경

사업 및 LNG 발전 인프라에 집중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 민간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공간 사업에 친환경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개발·시공·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친환경 개념을 적용한 ESG 기반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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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book
환경*

* 환경 데이터는 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집계

에너지*

* 수송사옥 및 관훈사옥 사용분 추가로 인한 2020년 데이터 변경

구분

지표명

총 에너지 소비량

총 에너지 소비량 원단위*

도시가스

Nm3
L

등유

L

경유

L

기타-LPG

간접 에너지원별
소비량

kg

전력

MWh

총 전력소비량

GWh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재생 에너지
소비

조달방식별 재생에너지 소비량

GJ

GJ/십억원

휘발유

직접
에너지원별
소비량

단위

총 재생에너지 소비량

녹색요금제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등)

* 당해연도 에너지 소비량/당해연도 별도 매출액(에코엔지니어링 포함)

온실가스*

%

GWh
GWh

GWh

2019

2020

2021

827,519

668,631

657,596

2,741,003

1,062,243

969,135

655,219

855,306

758,865

13,522

4,734

105.50

667,858

1,258,055

88.81

244,413

855,066

63,753

57,386

-

-

-

-

-

-

91.80

310,205

1,084,712
2,202

55,908

5.17
56

-

2.89

-

0.11

-

폐기물
구분

총 폐기물 발생량

총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률

지표명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총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Scope 1+2)*
Scope 1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Scope 3 배출량 -Upstream***

Scope 3 배출량 -Downstream****

단위

2019

2020

2021

42,457

33,623

33,242

tCO2e

12,732

7,259

7,557

5.41

tCO2e

29,725

tCO2e

-

tCO2e

tCO2e

* 당해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당해연도 별도 매출액(SK에코엔지니어링 포함)
** 2021년 조직 경계 변경

-

4.47

26,364

4.64

25,685

648,764

1,786,410

-

1,264,299

648,764

*** 2020년 카테고리 : 1, 2, 4, 7, 2021년 카테고리 : 1, 2, 3, 4, 5, 6, 7, 8
**** 2021년 카테고리 : 11, 12, 15

522,111

구분

지표명

총 용수 사용량 원단위**
취수원별
용수 취수량***

용수 재활용****

상수

지하수
기타

용수 재활용 비율

총 용수 재활용량

* 수송사옥 및 관훈사옥 사용분 추가로 인한 2020년 데이터 변경
** 당해연도 용수 취수량/당해연도 별도 매출액(에엔 포함)

단위

2019

2020

909,173

627,758

647,376

m3

711,892

579,523

573,025

32,187

12,441

18,466

6,588

2,687

115.07

m3

158,506

%

0.70

m3
톤

83.38

33,107
0.50

*** 수송사옥 및 관훈사옥 사용분 추가로 인한 2020년 데이터 변경
**** 2021년 미관리

374,780

474,582

톤

507,993

367,539

461,343

톤

459

7,154

13,055

64.80
7

49.78

87

66.25
184

톤

493,855

364,976

474,271

%

97.13

97.38

99.93

톤

14,604

9,804

311

환경 교육 및 법규 위반
구분

지표명

환경 교육 참여 인원*
환경 교육 시간

환경 교육 비용

환경 교육

1인당 환경 교육 시간

1인당 환경 교육 비용

환경 사고
대응 훈련**
환경법규

환경 교육 수료
임직원 비율

단위

2019

2020

2021

시간

-

65,367

68,817

-

14.60

15.44

명

백만원
시간
원
%

훈련 여부 및 건수

유/무

환경 법규 위반 벌금

백만원

환경 법규 위반 건수***
환경 법규 위반 과태료****

-

4,367

1,400

4,028

1,517

-

312,257
100

88.92

유

유

무

-

0

건

29

14

22

백만원

31

12

53.44

2019

2020

2021

4

9

10

0

0

0

2021

m3

톤/십억원

소각 및 매립량

* 2020년 신설
** 코로나 이슈로 집합훈련 미실시, 안전보건 교육시 환경교육 병행
*** 과태료 기준 (벌금 0건, 개선명령 5건 제외)
****과태료 고지서 납입기준임(감경적용)

용수
총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2021

508,459

톤

기타 폐기물**

2020

톤

톤/십억원

지정 폐기물

2019

2.78

tCO2e

톤/십억원

건설 폐기물

단위

* 당해연도 폐기물 발생량/당해연도 별도 매출액(SK에코엔지니어링 포함)
** 사업장일반폐기물(임목폐목재 등)

* 수송사옥 및 관훈사옥 사용분 추가로 인한 2020년 데이터 변경

구분

지표명

90.38

55,885

-

특허 및 인증
특허 보유*

구분

친환경 인증**

* 2021년부터 데이터 취합
** 녹색건축인증 건 기준

지표명

특허 보유 건수

친환경 인증 건수

단위
건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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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구분

지표명

단위

2019

2020

구성원 수 / 비율 (남)

명(%)

4,254(88.2)

3921(87.5)

3,870(86.8)

구성원 수 / 비율 (20대 이하)

명(%)

64(1)

104(2)

245(5)

구성원 수 / 비율 (40대)

명(%)

구성원 수 / 비율 (60대 이상)

명(%)

전체 구성원 수

구성원 수 / 비율 (여)

구성원 수 / 비율 (30대)

구성원 수 / 비율 (50대)

구성원 수 / 비율 (정규직)
구성원 현황

구성원 수 / 비율 (비정규직)
신규채용 구성원 수 (신입)

신규채용 구성원 수 (경력)

1257(26)

1269(28)

1,330(30)

명(%)

1464(31)

1284(29)

1,189(27)

명(%)

3,991(82.7)

3,735(83.3)

3,689(82.8)

27

47

18

명(%)
명
명

1743(36)
297(6)

834(17.3)
431

1670(37)
155(4)

747(16.7)

307

372

1(1.7)

1(1.8)

2(3.1)

의무고용 미달 인원수

장애인 구성원 수

장애인 구성원 비율

명(%)

4(1.3)

69(19.4)
10(3.3)

190(33.9)

163(27.7)

명(%)

12(0.2)

15(0.3)

19(0.4)

96

129

명

명
%

-

66(1.5)
-

79

82

82

남성 평균

백만원

84

86

전체 평균

백만원

77

77

여성 평균

백만원

47

52

전체 평균
여성 평균
남성 평균

팀장 여/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47

81

-

86

53

54

81

82

78

99.9

100.7

%

82.3

84.2

85.2

%

팀원 여/남 (별정직 등)

%

93.9

128.0

97.3

113.2

109.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간
/이수율
1인당 평균 인권 교육시간
인권 고충 접수 건수

* 20만 근로시간 기준
** 대표이사 제외 정촉계임 기준

%

0.04

0.07

0.00

건

-

-

6

-

-

-

0.38

건

-

-

121

시간

-

-

63,303,600

3

0

건
-

시간

2
-

-

3
-

-

-

0.65

1.16

건

1

2

2
8

4

0

0.10

11,870,102
0.00

3
3

-

0

0

0

-

0

0

0

건

0

0

0

시간(%)

5293(97)

4482(100)

4,775(100)

시간(%)

5266(97)

4482(100)

6,612(100)

3

14

16

시간
건
건
건

2.00
3
2

2.00

14
2

2.58

16
1

구성원 총 교육시간

시간

98,017

514,878

351,362

구성원 총 교육 비용

만원

352,079

1,062,927

983,554

-

36.6

45.7
43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인당 평균 교육 비용

유연근무제 참여 비율
일과 가정의 균형

2021

건

고충원인제공자
징계 처리 건수
성장 및 교육**

2020

안전관련 법규위반
건수(과태료)

인권 고충 해결 건수

97.9

2019

건

성희롱 예방 교육 시간
/이수율
인권

단위

중대재해 건 수

구성원 직업성 질환
발생 건수

53

100.4

사망만인율

구성원 근로손실재해율
(OIFR) - 본사*

8.75

%

팀원 여/남

팀원 여/남 (서무지원)

-

총 근로시간
- Biz. Partner

구성원 근로손실재해율
(OIFR) - 현장*

165

3.34

총 근로시간 - 구성원

안전관련 법규위반 건수(벌금)

0

3.21

백만원

안전보건

54(1.2)

1.70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근로손실재해 건수(LTI)
- Biz. Partner

17(5.2)

188(32.9)
75(1.5)

- Biz. Partner*

89(22.8)

명(%)

명(%)

근로손실재해율(LTIR)

768(17.2)

명(%)

72(15.7)

근로손실재해 건수(LTI)
- 구성원

84(2)

여성 임원 수 / 비율

명(%)

근로손실재해율(LTIR)
- 구성원*

1,610(36)

447(12.1)

외국인구성원 수 / 비율

* 관리직 : 팀장, PL 기준

명(%)

사망 건수

지표명

구성원 사망률

588(13.2)

439(11.8)

국가보훈대상자 수 / 비율

동등급여

561(12.5)

구분

4,458

432(10.8)

매출발생 부서
여성 구성원 수 / 비율

평균 임금(임원 제외)

571(11.8)

4,482

명(%)

여성 관리직 수 / 비율*

평균 임금(임원 포함)

명(%)

4,825

여성 정규직 수 / 비율

여성 신규채용 수 / 비율

장애인 고용

명

2021

시간

만원
%

19

69

224

육아 휴직 사용자

명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률

명

34

33

%

66.7

76.7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수

58

109

50

79

221
46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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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구분

퇴직자수

지표명

자발적 퇴직자
퇴직률

자발적 퇴직률

고용 안정

정규직 평균근속 년수

남성 평균 근속 년수*

여성 평균 근속 년수*
복리후생

* 정규직 기준

명
명
%

2020

2021

231

158

238

367

12.80

10.8

10.9

년

11.1

년

년

기업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 건수

건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 훈련 횟수

회

573

7.60

4.80

억원

정보보호 교육 인원(비율)

2019

%

임직원 복리후생비

구성원 건강검진 참여율

기업 데이터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단위

8.7

345

7.60

3.50

5.30

11.1

12.4

8.7

12.0
9.3

-

198.3

267.2

0

0

0

%

98.4

명

5,262(100)

-

95.3

4,860(99)
-

95.9

사회공헌

희망메이커

구분

제품/서비스
안전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대학진학률

임직원 봉사활동

Biz. Partner
ESG 리스크 관리

동반성장

녹색구매

직원 1인당 평균 봉사시간
봉사활동 횟수

봉사활동 참여 구성원 수

봉사활동 참여 구성원 비중
사회공헌 활동 지출

사회투자 금액

사회공헌 활동비

자선적 기부 비율

단위
명
명
%

2019

2020

2021

38

34

35

82

46

시간

39,487

회

2,124

%

74.9

시간
명
억원

10.9

77

44

56

1,348

414

177

50

4.6

3,614

293

43

30

8.3

50

6.5

1.1

0

0.36

2021

억원

0.30
100

100

단위

2019

2020

%

63

37

100

4,669(98.7)
4

지배구조

지표명

품질 법규 위반 건

물적사고 발생 건(등급별)

단위
건

건

2019
-

2020
-

2021
0
2

구분

이사의 평가 및 보수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전문성

구분

종결 학생 수

대학진학 학생 수

이사회 다양성

공급망

지표명

총 봉사활동 시간

이사회
품질

구분

지표명

전체 Biz. Partner 수

ESG 리스크 평가
Biz. Partner 수

ESG 개선조치 이행
Biz. Partner 비율

재무적 리스크 평가 실시 Biz.
Partner 비율
Biz. Partner 금융 및 자금
지원 액수
레미콘, 위생도기 발주금액

단위
개

개

2019

2020

2021

-

-

100

1,203

1,195

957

%

-

-

8

%

100

100

100

억원

350

400

400

백만원

-

-

11,848

이사회 효율성
이사회 책임

ESG 안건 논의

* 사외이사 기준

지표명

CEO 및 이사 보유 주식 수
이사회 전체 참석률
사내이사 수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 이사 수 및 비율
여성 이사 수 및 비율
산업 경험 보유
이사 수 및 비율*

리스크 전문가 수 및 비율
재무 전문가 수 및 비율

ESG 전문가 수 및 비율
평균 임기

사외이사 평균 출석율

주

16,786

37,314

21,600

명

2

2

1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년

4(57)

4(66.7)

1

1

1

0
2
3
1
2

0
3
3
2
2

0
3
3
2
3

95

건

8

17

23

3

11

일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 운영

1

4(57)

98

ESG 안건 논의 주기
비재무리스크(ESG)
검토 및 승인

1

95

96

회

중대 ESG 이슈 선정 결과 검토
및 승인 건수

1

94

%

이사 사내 교육 실시 횟수
ESG 안건수

87

건
건
건

2

45
2

2

2

21

3
2

3

3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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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윤리경영

원부자재 사용량

지표명

구분

지표명

1인당 윤리경영 교육 시간
윤리 교육 받은 직원비율

윤리교육

시간
%

교육 형태 별 윤리 교육 인원 수
(온라인/현장방문/집합교육)*

명

자정 시스템 점검영역 수

건

내부 감사 실시 건수

리스크 점검

단위

Risk Sensing System 부적정 data 건수

윤리경영 상담 제보 건수(신고/조사/기타 민원성)**
위반조치 건수 (면직/정직/감봉/견책)

구분

2021

100

98

98

2.1

2.3

-

-

5,911

6

6

16

30

건

46

11

건
건

6

232(116/21/95)
27(13/2/8/4)

2.2

418(209/54/155)
19(0/6/3/10)

4

0

216(108/43/65)

51(2/19/12/18)

레미콘 사용량

시멘트 사용량

골재 사용량

아스콘 사용량

모래 사용량

철근 사용량

지표명

뇌물수수 및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제재 건수(국내)*

뇌물수수 및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제재 건수(해외)*
뇌물수수 및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합의금(국내)

반부패

2020

건

* 온라인(4,216명), 현장방문(1,441명), 집합교육(157명), 임원 및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97명)
** 중복제보 제외

컴플라이언스

2019

뇌물수수 및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합의금(해외)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금전적 제재 건수(국내)*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금전적 제재 건수(해외)*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벌금 및 합의금(국내)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벌금 및 합의금(해외)
임직원 대상 총 공정거래 교육 시간

단위
건

2019
0

2020
0

2021
0

건

0

0

0

억원

0

0

0

만달러

0

6,838

0

건

0

0

0

건

0

0

0

16.3

145.2

62.4

0

0

0

억원
만달러
시간

4,259

6,920

* 소제기 시점, 공소제기 시점, 과징금 처분 시점으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건의 합의금은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최종 재판 확정 기준으로 선정되었음

7,965

순환골재 사용량
(슬래그 포함)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사용량

사용량 원단위

금액

단위
m

3

m3/십억원
원
톤

톤/십억원
원

m3

m /십억원
3

원
톤

톤/십억원
원

m3

m /십억원
3

원
톤

톤/십억원
원

m3

m /십억원
3

원

2019

1,718,830
219.1

2020

2,003,410
266.1

      123,259,031,113

   138,630,874,406

15.7

9.2

123,278

69,622

         7,844,568,846

      4,225,191,515

21.2

12.3

166,009

92,709

         2,722,658,865

      1,046,642,601

8.1

11.9

63,663

89,585

         3,324,663,685

      5,105,448,357

1.9

1.6

15,224

11,951

           433,157,650

         357,476,000

21.0

22.6

164,842

170,018

      109,037,433,903

   105,569,476,470

2.5

17.7

19,719

           144,821,000

133,558

      1,195,037,110

2021

1,081,428
151.0

     74,164,063,156

33,934

4.7

      2,093,298,283
136,661

19.1

      2,277,477,501
94,096

13.1

      5,673,862,818

16,681
2.3

         498,265,810
84,850

11.8

     68,076,632,207
45,415

6.3

         335,62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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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대응 프로세스

SK에코플랜트는 SK그룹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를 주주, 고객, 구성원, 그리고 Biz. Partner,
지역사회, 미래세대 등을 포함한 사회로 정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친환경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당사는

비즈니스 영향

이해관계자의 Pain-Point 분석을 통해 ESG 관점의 니즈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ESG 니즈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니즈 확인 및 보완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전략 및 개선방안은 이사회로 보고되어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반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윤리경영,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사업모델에 통합하여 경영체계를 보다 공고히 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주·투자자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이해관계자별 ESG 니즈 조사

중점 추진 및 개선 영역 도출

구성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모델 혁신의

니즈 파악을 위해 소통 채널을 보완 및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 회사-주주간 소통 형식과
내용 개선을 통한 주주권익
강화

지역사회

〮 각 섹터별 애널리스트 대상
정기·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리포트 발간 지원
〮 잠재 투자자 대상 국내외
IR 실행

중장기 계획
〮 핵심 사업별 IR행사 실시

〮 주주 니즈 맞춤형 행사로
개선

〮 업무 관련 소식 실시간 전파

〮 회사 Story 이해도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정기 발행
〮 사내방송 및 웹 포스터 매주
5편 이상 제작

〮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반
포털 개편

〮 CEO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활동에 대한
구성원 신뢰 수준 향상

〮 CEO 메시지 즉시 전파
〮 CEO 경영활동 및 경영철학
전파

〮 CEO-구성원 간 직접소통의
장 마련

〮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구성원의 니즈 파악

〮 구성원 VOC 기반 제도·시스템
개선 및 조직 개발 활동 추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의
혁신 방안 구축 및 실행

〮 ESG 경영활동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달

〮 당사 사업방향과 비전, 목표
등을 전달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효과적인 브랜드
콘텐츠 전달

News Room

〮 ESG 경영 및 환경·에너지 전문
콘텐츠 플랫폼으로 채널 가치
확장
〮 언론보도 내용 보완 및 개선

〮 ESG 경영 및 환경·에너지 관련
정보·지식 콘텐츠 전달
〮 보도자료와 연결되는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 기업가치 및 브랜드 신뢰
제고방안 지속적 발굴 및
적용
〮 사용자 친화형 UI·UX 디자인
개선

Eco Partners

〮 정기 총회, Biz. Partner 공장
방문, 그린미팅, 동반성장 Day
등을 통한 친밀도 및 상호이해
증진

〮 정례행사 방식 개선 및 대상
확대

Eco 브릿지
(Monthly Letter)

〮 당사 사업방향에 대한 Biz.
Partner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

〮 당사 동반성장 활동, 친환경
사업수행 실적, 프로젝트 탐방
소식 전달

〮 파트너십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접근법 구축 및 사회공헌 정책
강화

〮 사회공헌 로드맵 수립 및
성과 측정·관리

〮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복지 증진

〮 지역주민과의 상시·정기적 협의
채널 수립

〮 SKEP-지역주민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CEO Lounge

고객

협력사

단기 계획

〮 주총 Youtube 중계 등
상장에 따른 주주 증가로
소통 창구 다각화

SKEP 홈페이지

기초를 강화하고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SK에코플랜트의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News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 외 기존 소통 채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이해관계자의 ESG

〮 당사 Financial Story의
효과적 노출
〮 ESG 선도기업 인식 확립 및
향후 ESG 투자 수요 확보

Culture Survey
(행복도 조사)

SK에코플랜트는 주주, 고객, 구성원, 사회를 중심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ESG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표 및 전략

애널리스트
투자자 미팅

사내포털
(에피포털)

이사회

Room을 신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성과에 대한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소통 채널

사회공헌 활동
주민자치회
및 협의체

〮 사업모델과 연계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을 통한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

〮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및
환경 전문 콘텐츠 플랫폼 역할
강화
〮 Biz. Partner 니즈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소식지 콘텐츠 고도화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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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이슈 식별 및 이슈 풀(Pool) 구성

내·외부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 동향 등을 반영하여 21개의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국제표준 분석

GRI, KCGS, DJSI, MSCI, SASB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표준 및 이니셔티브 분석
미디어리서치 및 벤치마킹

- 2021년 SK에코플랜트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언론보도 분석

- 동종 업계 및 지속가능경영 선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벤치마킹
내부 경영전략

중대성 평가 결과 및 핵심 이슈 대응

SK에코플랜트는 매년 중대성 평가를 통해 보고 주제를 결정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핵심 이슈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영향도를 기준으로 22개 이슈 중 ‘노동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구축’, ‘친환경
기술혁신’, ‘경영성과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등 12개의 이슈가 당사 핵심 이슈로 도출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롭게 진출한 사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니즈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에 따라 당사 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 를 위하 여 관련 법률의 변화된 사항에 맞추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하였으며, 안전 자문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안전관리 컨설팅을 30회 이상 실시 후,
점검 내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중요도가 높아진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높이고자 ‘2040 Net Zero’
목표를 수립하고 ‘넷제로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전사적인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핵심이슈: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 상위 이슈를 의미하며 그 외 이슈는 일반이슈로 칭함

사업계획서, 사업부문 Financial Story 등 내부 경영계획 및 전략 분석

1
2

Step 2

영향도 분석

SK에코플랜트의 지속가능경영과 연관된 21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 영향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영향도

이해관계자 영향도

6

8
9

3
4

11
10

각 이슈가 이해관계자의 활동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비즈니스 영향도

12

5

각 이슈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각 이슈와 경영전략의 연계성

Step 3

우선순위 도출

SK에코플랜트 비즈니스의 전략적 중요도와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제3자 기관의 신뢰성 있는 검증을 마쳤습니다.

비즈니스 영향도

우선순위

Y축

총합

우선순위

7.64

13
15

노동여건 개선 (안전관리 등)

3.52

4.85

4.85

3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 관리 등)

3.60

3.11

6.71

경영성과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창출

4.82

신성장사업 육성

4.01

인재 관리

1.77

2
4

5

제3자 검증

7

보고 내용은 제3자 기관(KMR)의 검증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

X축

1

우선순위화

비즈니스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영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12개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

Topic

6
8
9

10

11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관리,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기술 혁신
윤리경영 강화
인권 존중

사회공헌 활동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3.03

4.61

3.43

2.90

6.33

1.76

4.04

5.80

1.72

3.78

5.50

2.66

2.33

1.11
1.73

3.55

2.84
3.52

12

환경법규 준수

14

생물다양성

5.93

16

5.73

18

5.32
5.17

3.52

17

19
20

21

22

Topic

X축

2.53

4.94

1.05

3.35

4.40

1.05

2.95

4.00

2.10

3.81

3.44

선제적 리스크 관리

2.53

고객만족 향상

총합

2.41

기술 혁신

구성원 다양성

Y축

1.09
1.68

4.52
4.21

1.73

2.25

브랜드 관리 및 시장 선도

3.20

0.39

3.59

지역사회 지원

1.06

1.97

3.03

성과보상

지배구조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사업 진출 국가 법규 준수

1.72
1.16

2.33

1.73

0.88

3.98

3.49
2.61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Appendix

100 | 101

SK ecoplant 2021 Sustainability Report

GRI Standards
구분

Disclosure

General Standards Disclosure
102-1
102-2

102-3

102-4
102-5

조직 프로필

102-6
102-7

102-8

102-9

102-10

102-11

102-12

전략

윤리 및 청렴성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102-13
102-14

102-16

102-18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보고서 관행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경영 접근법

102-56
103-1

설명
조직 명칭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본사의 위치
사업 지역

페이지
87p
87p

About this Report
87p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9p

조직의 규모

87p

시장 영역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조직의 공급망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외부 이니셔티브
협회 멤버십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서명서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지배구조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단체협약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구조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Material Topic 리스트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보고의 변화

87p
87p

18-21p

12-15p
112p
112p
4-5p

97p

116-117p
96p

96-97p
99p
87p

About this Report
99p

88p
88p

About this Report

보고 주기

1년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GRI Index
외부 검증

중대 토픽 선정 이유 및 영향

경제 성과(GRI 200)
경제성과
조달관행
반부패
반공정경쟁행위

환경 성과(GRI 300)
에너지

용수

2020년 8월

About this Report
100-101p
100-101p

118-119p
99p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204-1

주요한 사업 지역에서의 현지 구매 비율

201-2

205-2

205-3
206-1

폐수 및 폐기물

환경고충처리제도

사회 성과(GRI 400)
고용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인권평가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69p, 71-73p
102-107p
73p

78-79p
79p
81p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39-40p

302-3

에너지 원단위

39-40p

302-2

303-2

303-3

303-4
304-1

304-3
305-1

배출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페이지

302-1

303-5

생물다양성

설명

201-1

303-1

80-81p
8-9p

Disclosure

Topic-specific Standards Disclosure (GRI 200, 300, 400)

61-62p, 63-64p, 53-56p

보고 기간

최근 보고서 발간 년도

구분

305-2

305-4
305-5
306-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공급원별 취수량

방류 관련 영향 관리

용수 소비량

88p

용수 취수량

생태계 보호지역/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88p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405-2
419-1
412-2

419-1

50p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403-1

404-2

50p

88p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

404-1

88p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401-1

403-9

49p

88p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403-6

38p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307-1

401-2

39-40p

88p
38p
89p

46p, 89p
90p

주요 사업장별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 후생

59-60p

근로자 건강 증진

54-56p

업무 관련 상해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성별 기본급 및 보상 관련 비율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제 위반

53-54p
56p
91p

59p

8-9p, 59p
91p

61-62p

92-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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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SK에코플랜트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권고안인 TCFD 정보공시 체계를 2021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2022년에 SBTi에 목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당사의 Net Zero 추진 과정은 TCFD를 통해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Net Zero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포함되었으며, 성과 달성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CEO는 매월 Study session을 통해

2022년에 TCFD Supporters로 등록하고, 한국 TCFD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Net Zero 계획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지배구조

당사의 CEO 및 경영진은 넷제로 감축경로, 목표, 투자 등 기업의 기후전략 이행을 총괄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CEO KPI에
CCUS, K-Taxonomy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조직인 ESG 추진 담당은 Net Zero 및 SBTi 추진, TCFD 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 전반의 내용들을 관리하고
CEO에 상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감독 및 경영진의 역할

2040 Net Zero 달성을 위한 전사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모든 사업 부문의 경영 임원이 포함된 Net Zero 추진 협의체를
조직

주요 역할

이사회·위원회

이사회

ESG위원회

경영진

CEO

BU대표/센터장
ESG 추진 담당

실무단

넷제로 추진 협의체
자회사 ESG Working Group

SK그룹

SUPEX 추구협의체

〮 기후변화 전략,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검토
〮 기후변화 관련 CEO 인센티브 결정 등

〮 넷제로 감축경로 목표, 투자 등 기업의 기후전략 이행 총괄

※ 협의체 주요 성과

1) 전 현장의 전년 동기대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 사유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전사 적용
2) 신규 현장에 사무소 지붕형 태양광 설치 등

〮 전사 기후변화 대응 추진 조직
〮 넷제로 전략 수립 및 전사 KPI 부여

의사결정

〮 사업부 – 넷제로 사업 모델 개발 및 기존 사업 저탄소화
〮 경영, 구매 – 재무계획에 넷제로 전략 반영
〮 연구소 – 넷제로 실현 기술 검토 및 투자 등(CCUS 등)

이사회

〮 자회사 기후변화 대응 수준 평가
〮 자회사 넷제로 달성 추진

논의

실행

〮 의사결정 사항 〮 실행 필요 사항
CEO

넷제로
추진협의체

BU/센터

실행 조직

〮 SK그룹 탄소 감축 목표 및 전략과 연계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 관리·감독 활동 설명

SK에코플랜트는 2021년부터 이사회 안에 사외이사 4명과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부터

기후변화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ESG 위원회에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Net Zero 계획, 전사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한 투자 검토와 같은 중대한 기후변화 안건이 매년 1회 이상 보고됩니다. 2021년 11월에는 SK에코플랜트의 Net Zero 계획과 TCFD 공시
체계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22년에는 CEO KPI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입하여 경영진의 넷제로 추진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021년 SK에코플랜트가 사업모델을 건설업에서 환경 및 에너지업으로 전환하면서 기후변화를 핵심 사업 전략으로 편입했습니다. 투자심의

프로세스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투자 건의 경우 기후변화 Review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ESG추진 담당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저감 비용과 함께 탄소 감축이 가능한 사업/기술 투자, GHG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부합성을 검토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는 Carbon Zero, Waste Zero를 추구하는 The Zero City를 완성하기
위해 투자 및 사업계획 과정에서 기후변화 Review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1월에 이사회에 보고 및 가결된 해상풍력 투자의
건에서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검토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발족했습니다. C-Level 이 포함된 대표 협의체는 분기 별 1회 운영되며 실무 협의체는 매월 진행됩니다.

전략

(1)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 단기/중기/장기의 기준
구분

시작연도

종료연도

단기

0

3

중기

3

10

장기

10

20

비고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사명변경 및 사업전환을 선포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환경기업이 되기 위해 기존 EPC 사업을 기반으로 폐기물 처리, 에너지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BTi에서 제안하는 2030을 near-term 목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선언한 2040 Net Zero 달성을 위해 2040까지의 장기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대 리스크와 기회 식별 프로세스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력을 식별 및 측정하기 위해 재무적 가치(EV) 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SV)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가치와 관련된 정량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액,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이며,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에너지 절감량, 용수 재활용량,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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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SK에코플랜트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분류

물리적
위험

항목

위험
/기회

급성

위험

만성

법규

위험

설명
태풍(자연재해)로
인한 공기 지연
고온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공기 지연

[주택 사업부문]
Zero Energy
위험
Building
인증 제도 시행

재무적 영향

잠재적 재무
영향 정도

기간

Low

단기

Low

연간
629억원

장기

단기

주요 잠재적
재무 영향

공사
비용 증가
운영
비용 증가

공사비용
증가

전환적
위험

평판

기술

기회

시장

[플랜트 사업부문]
위험/
화력 발전소
기회
건설 반대

[주택 사업부문]
주택
기회
청정기술
개발

기회

[주택, 플랜트
사업 부문]
저탄소 산업단지
수요 증가

3조
3천억원

Medium

High

단기 및 화력발전소
중기
매출 감소

단기 및
중기

중기

매출 증가

매출 증가

SK에코플랜트에 미치는 영향
SK에코플랜트는 건설 산업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태풍과 같은
기후변 화로 인한 물 리적 영향 력의 피해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설현장 공사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운영 비용, 생산성 및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K에코플랜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공기 지연 및 시설물 피해, 근로자 안전 문제를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년 태풍 피해 관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전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기준 국내 현장 약 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장 근로자 약 2천여 명의 노동 생산성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에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3년부터 공공 건축물(500m2 이상), ‘25년부터 공공 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1000m2 이상) 인허가 시 에너지 자립률을 20%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의 핵심상품인 SK VIEW와
V1은 모두 감축 의무 대상이지만 2021년 기준 에너지 자립률은 약
5% 수준입니다. 2021년 내부 TF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률 확보 수단은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자체 생산이며, 에너지 자립률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SK
VIEW는 평당 약 12만원, V1은 평당 약 19만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 준공된 SK VIEW의 연면적은 약 42만평, V1은
약 6만평입니다. 이 규모가 매년 유지될 경우 연간 약 629억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을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으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으며, IEA NZE 시나리오를 따르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는 개발
승인을 받은 신규 화력 발전소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당사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당사가 수행한 고성
하이화력 프로젝트 수준의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규모는 3조 3천억원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Net Zero 및 RE100의 수행을 위한
기술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녹색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저탄소,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한
녹색 건축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도 빠른 기술
전환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타 선진국 대비 늦은 탄소중립 대응으로 인해 연간 4.2%
수준의 빠른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배출량의 80.4%를 감축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감축 방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새로운
BM을 요구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

기회

항목

제품/

서비스

위험
/기회

기회

설명

[에너지 사업
부문]
탄소배출권
사업 확장

재무적 영향

잠재적 재무
영향 정도

753.2
억원

기간

단기 및
중기

주요 잠재적
재무 영향

매출 증가

SK에코플랜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에너지
가 격이 상 승세 를 보이 면 서 탄소 배 출 권 에 대 한 수요증가 와
공급감소로 가격 상승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1년에
베트남과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PoA: Program of Ac tivit y)을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프로그램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만큼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2GW 이상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GW 태양광 발전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2025년에는 약 200만톤의 탄소 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i-KOC 탄소배출권의 ‘21년 4월
가격인 37,600원/톤을 적용하여 753.2억원이라는 잠재적 재무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당사가 목표하는 2040 Net Zero, RE100 달성을 위해 IEA B2DS, IEA NZE2050, NDC, RCP8.5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Net
Zero 실현과 저탄소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SK에코플랜트는 SOFC 연료전지 사업과 같은 청정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창문형 태양광발전원 등의 친환경 건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40 Net Zero를 목표로
당사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에 맞는 시나리오 고도화를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줄인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물리적
위험

전환적
위험

급성

위험

태풍(자연재해)로
인한 공기 지연

만성

위험

고온 및 강수량 증가로 인
한 공기 지연

위험

[주택 사업부문]
Zero Energy Building
인증 제도 시행

법규

평판
기회

시장

위험/
기회

기회

[플랜트 사업부문]
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주택, 플랜트 사업 부문]
저탄소 산업단지 수요 증가

완화를 위한 노력

〮 구성원의 안전 리스크를 사전 감지하기 위해 안전관제센터를 신설하여 국내ㆍ외 전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 기상 및 질병, 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괄하는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있습니다.
〮 태풍, 강우 등에 설비 훼손을 막기 위하여 QSHE 사고 대응체계에 자연재해를 포함시켜 신속한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피해(물적 피해는
1,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즉시 CEO에게 보고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2020년 여주 현장을 시작으로 국내 현장 사무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냉난방에 따른
전력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내부 TF 구축을 통해 대응 방안 검토 및 예상 공사비용 상승분 분석
〮 Eco Space 부문과 Solution 부문을 필두로 제로에너지 빌딩, 장수명주택 등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개발합니다.
※ 2021년 1월에 준공된 ＇과천 위버필드＇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 북카페)이 국내 비주거
건축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획득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Bloom SK Fuelcell)

〮	SK에코플랜트는 기존의 EPC 역량을 기반으로, 신사업인 SOFC, 탄소중립 자회사 역량과 폐기물
Value chain 인프라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 SK에코플랜트

지구를 되돌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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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위험관리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조직의 프로세스 &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당사는 2020년 사업 형태 전환을 준비하면서 기후변화를 핵심 리스크 평가 요소로 편입했습니다. 당사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인 ESG추진
담당에서는 신규 사업 및 투자뿐 아니라 전사 운영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Resilient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에너지 절감, 대기환경규제 수준 충족, 용수 재활용,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등의 기준으로 재무적 영향력을 환산하며, 모든 투자에 대한 기후변화 리뷰는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의 프로세스

(3)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및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
범위

기준 연도

기준 배출량

Scope 1, 2

2021

33,242

※ SBTi에서 제시하는 목표 기간 및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표 연도

단기: 2030
장기: 2040

Target

단기: 42%
장기: 100%

리스크 영향 수준에 따라 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함으로써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및 투자 추진 시 초기 단계와 운영 단계에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2040 Net Zero 선언 후 2022년에 2021년을 기준연도로 SBTi의 1.5도 시나리오와 2도 미만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넷제로

책임자 → C-Level’ 순서로 보고됩니다. 전사의 중요 사업 투자 검토 과정에서 당사의 ESG 전담 조직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조직경계는 운영통제를 기준으로 국내 현장 및 자회사를 포함했습니다.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해 204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맞게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여 단계별로 리스크 대응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에는 ‘리스크 전담 조직 → 리스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주요 지표로 리스크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3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리라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K-EV 100, RE100, 현장 태양광 패널 설치, 투자 소각장 DT기술 적용을
통한 직접 감축, 구성원 대상 탄소 저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다각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1)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당사는 기후변화 위험/기회 식별/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방향성을
환경 중심으로 재편한 만큼 TCFD, SASB를 준용하여 친환경 사업 관련 지표인 환경 관련 특허 출원, 친환경 프로젝트 수주 성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후변화 대응 지표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업보고서, CDP를 통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Scope 1, 2,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데이터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는 아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를 관리 및 공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Scope 3 배출량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0~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재)한국품질재단을 통해 제3자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2020

2021

위한 물리적, 전환적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Scope 1, 2 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2%를 감축하고, Scope 3는 2030년까지 17%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Storage) 상용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증가하고,

지표 및 감축목표

연도

달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SK에코플랜트의 Scope 1, 2와 자회사의 Scope 1,2를 포함하여 IEA NZE, B2DS, NDC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CO2-e)

Scope 1

Scope 2

7,557

25,685

7,529

26,364

Scope 3

Scope 1+2

1,786,410

33,242

648,764

※ 조직경계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 6월 FY2020, FY2021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제3자 검증을 받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집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 (직접 에너지 사용량) + (간접 에너지 사용량)

33,623

연간 에너지 사용량(GJ)
Total

668,631
65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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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비재무 보고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2011년에
설립되어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을 개발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SASB는 산업별로 연관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리스크 주제를 제시하고, 기업이

해당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SASB 구분에 따라 Engineering &
Construction Service 산업 토픽과 요구 지표에 맞춰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Annual Report에 지속적으로 SASB
정보공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CODE

측정 지표

IF-EN-160a.1

환경 허가 · 기준 · 규제 불이행 건수

IF-EN-160a.2

기프로젝트 설계 · 부지 · 건축(공사) 관련
환경 위험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

구조적 무결함 및 안전성
CODE

IF-EN-250a.1

IF-EN-250a.2

하자 및 안전 관련 재작업 비용

하자 및 안전 관련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구조적 무결함 및 안전성
CODE

IF-EN-320a.1

측정 지표

건축물 및 인프라 Lifecycle 영향
CODE

IF-EN-160a.1

(1)총 기록 재해율(TRIR) 및
(2-a) 정규직 사망률
(2-b) 계약직 사망률

(1) 제3자로부터 Multi-Attribute 지속가능인증을 받은
프로젝트 수
(2) 진행 상태인 프로젝트 중 지속가능인증 수행 예정 수

당사 현황

2021년 벌금 등 위반 사항은 0건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환경 법규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히 법규를 준수하고 잠재된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까지 체계적 환경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 토양, 수질,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 전 범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공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후 사업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허가·운영·방지 및 억제 시설 조치’ 등의 누락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모니터링을 통해 최적화된 가이드
제시 및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F-EN-410a.2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서 에너지 및 물 효율성에
대한 고려 절차

당사 현황

146.4억원
7.9억원

사업 구성에 따른 환경영향
CODE

측정 지표

측정 지표

당사 현황
(1) 안전관리지표 중 TRIR이 아닌 LTIR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누적, 구성원 LTIR은 0.102, 협력사 LTRI은 0.339임.
(2-a) 0%
(2-b) 0%

IF-EN-410b.1
IF-EN-410b.2

IF-EN-410b.3

측정 지표

당사 현황
(1) 녹색건축인증(G-SEED) 10건
(2) 2022년 녹색건축인증 9건
2023년 녹색건축인증 6건
2024년 녹색건축인증 13건
SK에코플랜트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 및 거주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기술 요소를
도입하고, 건물의 유지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관리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 및 물 순환 관리를 위해 절수형 위생 기구는 물론이고,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대지 내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Passive Design(배치 및 방향,
고성능 외피 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Active Design (고효율
설비, LED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BIPV(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지열,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극대화하는 단계별 에너지통합설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Smart Construction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CO2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재
및 공법을 확대 적용하며 태양광발전을 통해 공사용 임시 전력을
가동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처리수, 침사지 용수 등도 버리지 않고
공사·조경·살수 용수 등 재이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S K에 코플 랜트는 친환경건축 물 인증제 도인 녹 색 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적용할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한 정보를 평가는 건축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진행하여 단계별 환경부하 저감 계획 수립
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 현황

(1) 탄화수소
(2) 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주 잔고

(1) 3조 1082억원
(2) 2518억원(연료전지, 수력)

기후변화 완화 관련 비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잔고

2조 2631억원(철도, 지하철, 2차 전지 제품 및 소재 프로젝트)

탄화수소 관련 취소된 프로젝트의 수주 잔고

0원 (취소된 프로젝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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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사업 윤리

CODE

측정 지표

당사 현황

IF-EN-510a.1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기준
최하위 20위에 포함된 국가의
(1) 진행중인 프로젝트 수
(2) 수주잔고

(1) 1건(이라크)
(2) 1,436억원

IF-EN-510a.2

(1) 뇌물 수수, 부패 혐의 및 (2)반경쟁행위 관련 법적
절차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1) 2021년 국내: 0원 ∙ 2021년 해외: 0원
(2) 2021년 국내: 62.4억원 ∙ 2021년 해외: 0원

방지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설명
(1) 뇌물 수수 및 부패
(2)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반경쟁 행위

(1) SK에코플랜트는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의 준수
범위를 글로벌 기준에 따라 구성원, 경영진, Biz. Partner 등 밸류 체인
전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Biz. Partner 행동강령’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준수 서약 등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감사 및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여 규정, 법률 위반
사항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2) SK에코플랜트는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Program, 이하 CP)을
2008년부터 도입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이를 총괄,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이 전담하여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업계 모임 사전 신고 프로세스 운영, 현장
설명서의 사 전 검토를 통한 하도급 부당 특약 방지, 기술자료
관리시스템(TDMS) 운영 및 기술자료요구서 작성으로 기술 탈취 방지
등 CP 운영 체계에 따라 ‘사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점검·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더불어 계약의 적법 이행 여부를 상시 Monitoring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하도급 계약 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사항을 점검하고 발견되는
위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원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직무별·사 례별로 지속 적으 로 실시함으 로써 법규 위반 리스 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F-EN-510a.3

활동 지표

CODE

IF-EN-000.A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

IF-EN-000.C

총 수주 잔고

IF-EN-000.B

측정 지표

보고 기간 중 완료된 프로젝트 수

당사 현황

118건,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프로젝트 수 변경됨
39건

19조 17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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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

수상이력

글로벌 ESG 파트너십 참여

SK에코플랜트는 기후변화, 폐기물 등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념과 원칙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사의 대응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2021년 ‘2040 Net Zero’ 목표를 선언하고 CDP, TCFD, SBTi, K-EV100 등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CDP를 통해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국내 비상장사 중 유일하게 리더십 등급(A-)을
획득하며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TCFD 권고안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는 TCFD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TCFD Supporters로 가입했고 6월에는 국내 TCFD Alliance에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넷제로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Net Zero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Net Zero 선언과 측정 방법을 검증하는 독립 평가 기관인
SBTi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SBTi의 요구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제출한 SBTi 목표에 대하여 검증 및 승인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K-EV100 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100% 전환을 추진 중으로 환경부 지침 기준에 따라
2022년 3.2%, 2025년 30.6%, 2028년 71%로 확대 목표를 수립하여 관련 성과를 매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당사의 BM과 연계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신규 이니셔티브 1개 설립* 추진, 2023년 해당 이니셔티브의 파트너십 범위 확대, 2024년 환경∙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운영 멤버로 참여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실행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21-01-14

대한환경공학회

기술상_환경기술분야 기여

2021-03-23

머니투데이

2021 해외건설대상_최우수 기업

2021-01-21

2021-05-26

2021-05-28

2021-06-04
2021-06-28

2021-06-29

2021-07-06
2021-07-20
2021-07-20

2021-08-16

2021-09-07
2021-09-28
2021-10-04
2021-10-26

*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Value-up 플랫폼

2021-10-28
2021-11-18

2021-11-19

가입협회 및 단체

2021-11-24
2021-11-24

2021-11-30

2021-12-03
2021-12-03

TCFD

CDP

SBTi

K-EV100

2021-12-06
2021-12-08
2021-12-15
2021-12-20

2021-12-28
2021-12-28

한국주택협회

서울상공회의소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협회

2021-12-28
2021-12-28

2021-12-30
2021-12-31
2021-12-31
2021-12-31

한국철도협회

* 총 76개 협회 및 단체 가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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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2021-12-31
2021-12-31
2021-12-31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한국경제TV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시장

대전광역시장
아시아경제

American Society of Safety Professionals (ASSP)
서울특별시장
아시아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동래SK지역주택조합일동
메트로미디어

국토교통부장관
e대한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광명시장

동래구청장

대구광역시장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교통공사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행정1부지사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행정1부지사
환경부장관

공로패_인천지역건설경제 활성화 공로
2021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_최우수상 그린홈 부문
제15회 아시아경제 아파트브랜드대상

2021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_혁신개발부문
2021 철도의 날 표창장_철도산업발전 기여
한경 2021 웰빙 아파트 대상_마케팅부문

2021년도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_ESG 경영대상
상장_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상장_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표창장_도시철도 발전 기여
표창장_대기환경 조성 기여

제 16회 아시아건설종합대상_친환경부문 대상

ASSP GCC HSE EXCELLENCE AWARD 2021_SILVER AWARD
(Engineering & Construction 분야)
2021 아주경제 건설대상_동반성장 부문 심사위원대상 상장
제13회 아시아투데이 그린건설대상_R&D부문
2021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_종합대상
표창장

상장_제17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_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상
표창장_스마트 그리드 산업 기여

2021 그린하우징 어워드_그린에코대상

2021년도 하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_환경친화대상
헤경 살고 싶은 집 2021_친환경 건축부문 대상
감사패_지역경제 활성화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_에코단지상
표창장_주택건설의 날 국토교통 업무발전

2021 대한경제 건설부동산 대상_건설안전대상

표창장_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 적기 개통 기여
표창장_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 적기 개통 기여
표창장_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 적기 개통 기여
표창장_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 적기 개통 기여
표창장_지역경제 활성화
표창패

표창장_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표창장_해양수산업무 발전 기여
표창장_공로상

표창장_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여
표창장_경기도 도로망 구축 기여
표창장_대기오염물질 저감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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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원칙 및 행동규범
SK에코플랜트 ESG 경영원칙 및 행동규범
원칙 1.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1.1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현한다.
〮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보장한다.
〮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경영을 선도한다.
〮 반듯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와 SK에코플랜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1.2 ESG 가치를 경영 전반에 걸친 활동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 ESG 가치의 실현을 경영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
〮 ESG 경영 활동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ESG 성과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원칙 2.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행복경영을 추구한다.

2.1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을 만든다.
〮 고객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 고객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을 향상시킨다.
2.2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상생하는 경영을 추구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정당한 제안과 요구를 존중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3 구성원들의 행복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구성원들의 행복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균형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자기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보상한다.

원칙 3.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3.1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 입찰 및 시장배분, 가격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독점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 및 유용하지 않는다.
〮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Compliance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2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원칙 4.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다.

4.1 부정청탁 및 선물, 뇌물, 금품 등의 수수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 구성원들의 범죄활동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4.2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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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인권을 존중한다.

5.1 모든 근로자를 존중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5.2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한다.
〮 타인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개인의 특징(결혼 여부, 장애, 출신 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원칙 6. 안전문화를 선도한다.

6.1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사업장 또는 현장의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사업장 또는 현장에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6.2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 사업영역 내 지역주민의 안전, 건강을 존중한다.
〮 감염병 전파를 방지한다.
〮 국내외 안전 법규, 절차 및 표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여한다.

원칙 7.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다.

7.1 품질경영을 통해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 품질 사고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한다.

〮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 및 사회 전반의 행복을 제고한다.

원칙 8. 친환경 경영활동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8.1 친환경 경영활동을 추구한다.
〮 국제 환경선언을 지지하고 국내외 환경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수립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사업장 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요소를 개선한다.
〮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2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자원의 재활용,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 환경기술의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

원칙 9. 저탄소 미래를 지향한다.

9.1 국제 기후변화 표준을 준수한다.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환경 지표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모든 사업활동에 탄소감축 계획이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 '2040 Net Zero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한다.

〮 저탄소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응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전파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칙 10.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10.1 글로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한다.
〮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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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선언문
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
Commitment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Good Impact For Tomorrow'

SK에코플랜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인류의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주요 협약1)들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UN글로벌콤팩트(UNGC)2)에 가입하여 UNGC의 10대 원칙3)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Scope

SK에코플랜트는 타인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함을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임직원은 물론 자회사, 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포함한 밸류 체인 전반에 상기 인권 및 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물론
당사의 인권정책을 지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Ground Rules
1. 차별금지

SK에코플랜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SK에코플랜트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한다. 또한 이들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수반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동에 대한 정의는 해외사업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름

4. 노동3권 보호

SK에코플랜트는 헌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5. 공정대우 및 교육훈련 지원

Assessment

SK에코플랜트는 당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당사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주요 협약 : 강제근로금지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아동노동금지 협약 등

2) UN글로벌콤팩트(UNGC) : UN의 협약기구로 세계 최대의 기업 및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개 이상 국가들의 수 천 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
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둠
3) UNGC 10대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

SK에코플랜트는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자발적인 자기계발 환경을 조성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6. 근로조건 준수 및 개선

SK에코플랜트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SK에코플랜트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환경보호 법규 및 규정 준수

SK에코플랜트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9.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SK에코플랜트는 환경 사업 선도자로서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기
인권(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Labour)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10.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 보호

SK에코플랜트는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SK에코플랜트 CEO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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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제3자 검증의견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제3자 검증의견서

검증 대상
(재)한국품질재단(이하 재단)은 SK에코플랜트(이하 회사)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SK에코플랜트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검증 범위
회사의 운영통제하에 있는 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ope 1&2 배출량 : 국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
〮	Scope 3 배출량 : 구매한 제품&서비스, 자본재, Scope 1이나 2에 포함하지 않는 연료 & 에너지 관련 활동, 업스트림 운송 & 물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출장, 직원 출퇴근, 업스트림 임대자산, 판매 된 제품의 사용, 판매된 제품의 폐기, 투자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SK에코플랜트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SK에코플랜트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기준
본 검증은 다음의 기준을 토대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	Scope 1&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 )”,
〮	Scope 3 :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3 Emission(Greenhouse Gas Protocol)”,
배출계수는 “Emission Factor for Greenhouse Gas Inventories(EPA)”,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 계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검증 절차
재단은 ISO 14064-3(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greenhouse gas statements ;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인을 위한 세부지침) 및 상기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단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량 산정 결과의 확인 및 교차검증을 통해,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배출량이 상기 검증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얻기 위해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의 한계
본 검증은 회사에서 설정한 산정기준 자체의 타당성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결과에는 회사에서 설정한 자체 산정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의 고유 한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체 산정기준에 따라 배출량 산정결과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증 결론
검증을 통해 명세서에 수록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1) 회사의 2021년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습니다.
2) 회사의 ”2021년 Scope 3 배출량은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Greenhouse Gas Protocol)” 및 내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습니다.
3)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중요한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 산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 CO eq]
업체명

SK에코플랜트

대상

국내

직접배출량(SCOPE 1)

7,557

간접배출량(SCOPE 2)

25,685

2022년 1월 분할된 SK에코엔지니어링 법인의 국내현장 4곳의 온실가스 배출량(2,102tCO2eq)을 포함하여 검증함

소계

33,242

SCOPE 3

2

1,786,410

4) 따라서 2021년 SK에코플랜트의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재)한국품질재단 대표 송지영

검증 범위 및 기준
SK에코플랜트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1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TCFD) 권고사항 준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 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GRI 205: 반부패(Anti-Corruption)
- GRI 302: 에너지(Energy)
- GRI 304: 생물다양성(Biodiversity)
- GRI 305: 배출(Emissions)
- GRI 306: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 GRI 307: 환경 규제준수(Environmental Compliance)
- GRI 40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GRI 412: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 TCFD 권고안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SK에코플랜트의 협력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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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SK에코플랜트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SK에코플랜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SK에코플랜트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SK에코플랜트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SK에코플랜트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SK에코플랜트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SK에코플랜트는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SK에코플랜트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SK에코플랜트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SK에코플랜트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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