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리 규 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SK에너지 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주식회사, SK

엔무브 주식회사, SK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

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SK온 주식회사, SK어스온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SKMS를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구성원의 기본윤리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

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구성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

록 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한다.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

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이사회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

안을 존중한다.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사회에 대한 역할 

“경제발전에의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사회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무재해 추구와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발전한다.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

화를 존중한다. 

적용대상 

본 윤리규범은 회사 및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중인 구성

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투자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회사와 거

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부  칙(2006. 1. 1) 

1. 본 윤리규범은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구성원들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운영한다.  

부  칙(2016.10.24) 

1. 본 윤리규범은 2016년 10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7. 4.28) 

1. 본 윤리규범은 2017년 4월 2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9. 6. 1) 

1. 본 윤리규범은 2019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