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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역량을 함께 높이는 인적자원 관리

SK에너지는“인간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 추구”를 경영원칙으로 삼고 구성원 개개인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글로벌경쟁속에서국제적인안목과능력을갖추고적극적으로도전하는패기있는인재가될수

있도록 성장비전을 제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쟁력과 개인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UN Global Compact에서채택한 10대원칙을지지하며구성원의인권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내외 노동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구성원이
우리의경쟁력입니다

 주요이슈

●자발적이고의욕적으로일할수있는
환경조성

●구성원역량향상

●구성원인권보호및노동권보장

●구성원안전.보건관리

●

SK에너지는매년 SKMS실천진단을실시하여회사의경영방식에대한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
하여반영하고있습니다. SKMS



【 이해관계자참여 : 구성원】

SK에너지는 규정에 의한 경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대화창구뿐만 아니라 매년 구성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있는 SKMS실천진단과 인트라넷 상의 열린경영마당, 윤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구성원들의의견을듣고이를경영에반영하고있습니다.

2008년에도경영협의회와노사협의회를개최하여구성원들이회사에기대하거나 요구하는사항에대한
의견을수렴하였으며주로복리후생, 교육훈련, 업무절차개선등이주요한이슈로논의되었습니다.

한편, 2008년 10월에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81.4% 참여)와 이와 병행한
FGI(Focus Group Interview, 94명) 및 개별면담(475명)의 방법으로 SKMS실천진단을 진행
하였습니다. SKMS실천진단은 구성원들이 회사의 경영방침인 SKMS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요이슈를찾아이를개선해보고자하는 목적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밝혀진 구성
원들의주요관심사항은 Globality, KPI 및성과에대한평가, 개인역량향상, CIC제도등입니다.

【 구성원역량향상】

SK에너지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차별없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을 모집.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따른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구성원 전체의 행복 추구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미래의경영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 SUPEX 리더를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 구성원이
갖추어야할역량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습니다.

구성원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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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구성원의역량개발은 SK에너지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
핵심가치중하나입니다

정규직인력비중 (단위 : 명/%)

(2008년말기준)

4,990 5,011
5,435

96.2% 98.4% 98.4%

사업장별인력현황 (단위 : 명)

※본사인력은울산및인천컴플렉스,기술원을
제외한해외및기타지방사업장의인력을
포함한수치입니다.

본사 울산컴플렉스 인천컴플렉스
기술원 계

1,869

5,185 5,090
5,523

1,810
1,769

2,904 2,947

2,929

412 333

504

321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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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www.skenergy.com/company/recruit/employ_education.asp

●SK Value

SK의 핵심가치인 SKMS/SUPEX추구 관련 교육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전 구성원이 SK Value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각 직책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SK Value 이해,

실천력강화등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Leadership

직위, 직책에 따라 Biz Perspective 함양, 전략적 사고, 조직문화 변화선도 등 SUPEX 리더로서의
역할수행에필요한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 직무역량
기획, 재무, 마케팅, 생산, 연구개발, 안전환경 등 다양한 직무영역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ㅣ사외파견/단기연수ㅣ 담당직무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직무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매년팀중심역량개발제도(TDP/IDP)를통해계획을수립하고외부전문기관의교육프로그램및해외
세미나/컨퍼런스등에참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ㅣ해외연수ㅣ 매년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해외 대학의 MBA과정 및 해외 연구기관의 Fellowship

과정, 직무관련분야의석.박사과정이수를소요경비와함께지원하고있습니다.

ㅣ국내대학원파견ㅣ 해외연수와마찬가지로매년일정인원을선발하여회사가경비일체를지원하며
국내대학원에위탁하여석.박사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Global 역량
Global Business 추진 가속화를 위해 중국.동남아 지역 전문가 확보 및 Global Perspective를
갖춘 Global 리더양성에중점을두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ㅣ인력국제화연수ㅣ 전세계를무대로다양한사업활동을펼칠수있는인력을양성하기위해 6개월
에서 1년간해외국가에파견하여해당지역의언어, 사회, 문화, 지역경제등을직접체험하게함으로써
현지사업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

ㅣ외국어 교육지원ㅣ 영어, 중국어에 대하여 사내강좌, 합숙교육, 온라인교육, 전화외국어 등 다양한
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사내외국어교육



연간인당교육시간 (단위 : 시간)

※전사교육을주관하는팀에서관리하는교육시간기준

구성원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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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교육지원

ㅣ온라인교육ㅣ 21세기디지털시대에발맞춰집합교육을보완할수있는온라인과정을확대시행중에
있으며현재 SK아카데미교육과정을포함, 약 20개의WBT(Web Based Training)과정을운영하고
있습니다.

ㅣ산학협동 과정ㅣ 매년 대학, 컨설팅업체 등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하여 경영학의 전반을 학습하는
SK MBA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정유사와대학의에너지관련학과가협력하여 Energy Management

과정을개설하는등모범적인산학협동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ㅣ기타교육ㅣ 이외에도 Post-Doc과정, Follow-up연수제도, 사내연구회 운영, 학업목적 퇴직시
지원제도등구성원의능력개발을위해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26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적정 연차에 따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팀별로 요구되는 고유
역량의 경우 각 팀의 핵심역량 확보계획인 TDP(Team Development Plan)에 따라 해당 팀원들이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를수립.시행하고있습니다.

팀별역량개발프로세스40
45

2006 2007 2008 역량개발 Report 발송
TDP작성

-연간개발역량선정
-팀원별역량 Assign

개인별 IDP작성팀장역량개발실적평가

팀핵심역량분야
개선점파악

개인별 IDP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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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및 보상

【 성과평가및보상】

SK에너지는 2008년부터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CIC제도
(Company in Company)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갖춘 4개의 작은
회사로개편함으로써신속한의사결정과성과에대한책임성강화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새로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제도 보완, 조직간 협력문제 등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계층별로의견을수렴하여성공적인제도정착에노력하였습니다.

평가제도
모든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 및 업무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진, 이동, 교육훈련 및
보상등의기준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평가제도는 SK Value, 역량, 업적의관점에서운영하고있으며
임원 및 팀장급(6.9%), 연봉제 사원(31.6%), 고과제 사원(61.4%) 등 직책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절차를차별화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보상제도
SK에너지는 연봉제 시행 및 특별 경영성과급 차등화를 통하여 능력.자질과 업적이 탁월한 구성원에게
공정하게보상하는제도를갖추고있습니다.

구분 연봉제 고과제

대상
Biz.직군, 엔지니어직군,

감독직, 기술직군, 사무지원직군
연구개발직군, 경영지원직군

급여조정방식 업무실적에따른인상률차등적용 연차변경에따른급여조정
조정시기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특별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창출한 EVA(Economic Value Added)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기준으로산정하여이를조직.개인의성과에따라지급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보상제도는목표달성을가속화하는동기유발요인으로작용할수있도록운영되고있습니다.

승진제도
SK에너지는직무수행능력의발전단계에따라구성원의자발적.의욕적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구성원의
능력.자질은 물론 업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회사는 구성원의 장래 성과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한 단계
높은 수행과제 및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승진제도를 통하여 책임 및 기대역할의 증대뿐만 아니라
급여, 복리후생등보상수준의전반적상승이이루어져구성원에게역량향상의동기를제공하게됩니다.

keyword / www.skenergy.com/company/recruit/employ_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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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SK에너지는구성원들이직장및가정생활에서안정을이루고의욕적으로일할수있도록전생애관점의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의 근속 및 생애
단계별로재산형성, 건강관리, 휴가및퇴직후관리등을지원하여구성원이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
으로삶의질을높여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생애, 근속단계별복리후생제도수혜종류및내용
구분 주요프로그램

재산형성지원
신용협동조합운영
주택융자, 주택보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건강진단및의료비지원

건강관리지원 보험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단체정기보험)

급식지원등

휴일, 휴가, 휴양소, 경조사, 동호회지원
취미생활지원 체육시설지원등

퇴직금지급 (2008년기준사외적립비율 75.2%)

퇴직관리지원 국민연금지원
정년퇴직자포상제도, 퇴직자상조회운영등

※ 복리후생제도는장기근속을요건으로하는일부제도(주택융자등)를제외하고는전구성원에게동일하게적용되고있습니다.

ㅣ하모니아(Harmonia)ㅣ구성원들이겪게되는다양한고민과문제점에대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하모니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아에서는 성공하는
직장인으로서의 경력개발과 역량개발, 일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 및 건강,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성원에게 전문적인
카운슬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퇴직정책
SK에너지는 회사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회사를 떠나는 구성원에게 재직기간중의 기여도에 따라
직.간접적 보상을 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퇴직후에도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기여도에상응하는퇴직금을지급하고있으며
공사상으로 인한 사망퇴직 또는 불구폐질로 퇴직하는 경우 생계지원 차원에서 공로퇴직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하모니아서비스별이용현황 (단위 : %)

경력개발 43.5

가족상담 28.6

대인심리 20.3

생활상담 7.6

성별퇴직인원 (단위 : 명)

사업장별퇴직인원 (단위 : 명)

※ 2007년은회사분할에따른지주회사로의이동
등으로, 2008년은 SK M&C 등관계사로의
전출등으로인해퇴직인원이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한해인천컴플렉스에는퇴직인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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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인권】

SK에너지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활발한 대화를 통해 생산성 및 복리후생 향상 등 노사
공동의이익증진을도모하고있습니다. 또한노동관련법에따라보호를받는노조가구성되어있습니다.

노사간에 정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는 선임대리 이하 구성원에 한정하여 적용(전체 구성원의
70.7%)되나, 회사는 구성원 복리증진 및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단체협약 내용을 전
구성원에게적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아동노동및강제노동
SK에너지는전세계사업장을대상으로각국가가정하는관련법규에따라원가절감을목적으로하는
취업 최저연령 미만의 인원 고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에너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자율의지에의해고용되었으며업무성과및능력.자질에따라적절한보상.승진제도가운영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아동노동발생위험이나강제노동발생위험이높은사업분야를보유하고있지않으며
이러한불법행위를철저히금지하고있습니다.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SK에너지는「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등 노동 관련법과 단체협약 등 노사간 협의결과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회사내에근무하고있는모든노동조합원들은노동조합의결성및결사의자유를보장
받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있는업무분야가있다고판단되지않습니다.

단체협약에의하면회사는경영상, 기술상의사정으로인한인력의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고용조정의
일반원칙과같이구성원에게미치는영향이큰사항에대하여노사협의회에서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
니다. 또한, 회사는 경영현황을 수시로 노동조합과 공유하며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결과, 인사 및
상벌관련결과등을노동조합에신속하게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회균등및다양성보장
SK에너지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종교, 나이, 성별, 학벌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채용, 배치, 승진, 보상, 교육기회를공정하면서도개인별능력및성과에맞게배분하고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구성원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에 대해서는「남녀고용 평등법」과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사내 성비 균형 및 이에 따른 기회
균등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일한 직원 범주일 경우 남녀간 기본급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을 통하여 2008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 1.3%를유지하고있으며, 법적의무고용률인 2% 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현황 (2008년말기준)

가입인원 2,551명

상근인원 5명

소속된연합단체 한국노총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성별직원구성현황 (단위 : 명)

남 여

4,649

536 485 484

4,605
5,039

2006 2007 2008

소수계층(장애인) 직원구성현황 (단위 : 명)

64 70 74

2006 2007 2008

연령별직원구성현황 (단위 : 명)

30세미만 30~50세 50세초과

395 488 526

4,397 4,238
4,602

393 364 395

2006 2007 2008



고충처리위원회운영
SK에너지울산컴플렉스에서는회사대표 3인, 노조에서추천한근로자대표 3인으로이루어진고충처리
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동위원회에서는구성원의근로환경및근로조건에관한근로자의개별적인
고충에대해서면/구두/유선/e-Mail 등을통하여접수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보안관리
SK에너지는 1987년부터 사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의 범위는 출입
및시설보안, 개인정보 보호, 문서보안, IT보안 등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전 사업장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외부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350여명의 보안관련
인력을운영하고있으며도급업체를통해주기적으로내·외부고객에대한CS교육및보안교육을실시하여
항상고객을우선적으로보호하며각사업장의출입보안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구성원 안전/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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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안전/보건관리】

SK에너지는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경영시스템에 따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의욕적
으로사고예방활동을할수있도록경영층및부서별리더의안전의식변화를유도하고자노력하고있습
니다. 임직원의 안전의식 및 행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SHE Management System 운영, 안전보건
필수준수사항, 위험예지활동, 안전보건 내실화, 구성원 참여프로그램, 안전보건 Visual Program 등
실행과제를도출하고지침과가이드라인을정립하여현장안전보건활동에활용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현장 임직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급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활용함으로써 교육 실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시스템운영 | SK에너지는노동부가유해·
위험물질을제조또는취급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해실시하고있는 PSM 제도를
생산현장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PSM 12개 요소별로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08년말현재총 10개공장중 8개가노동부로
부터 P.S.M등급중최고등급인 P등급을인정받고있습니다.

산업안전교육실적 (단위 : 명)

※ 2008년에는인천컴플렉스의교육실적이추가됨.

19,368 20,836

27,09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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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경영활동 성과측정 | SHE 경영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수행됨에 따라 안전문화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Plant Availability(공정 정기보수 일수를 제외한 공정
가동일수)는울산컴플렉스 99.92%, 인천컴플렉스 99.63%를각각유지하여선진국수준이상으로
공정을안전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인체상해사고는 2008년전사기준총 6건(6명)발생하여재해율도
대체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최근 3년간직업병이발생한사례가없습니다.

또한, 각부서에서수행하고있는안전환경보건관리활동(안전회의, 안전점검, 비상대응훈련등)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부서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 반영하는 SHE

Management System 운영을통해공정한성과측정에노력하고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 SK에너지는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하여전구성원을대표하여노사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등에관한사항이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및운영,

각종제한과조치등에대해서는단체협약제5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 2003.2.21 노사합의를통해「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을별도로
제정한바있습니다.

구성원의안전보건을위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성과로 2008년도에노동부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주최한제 41회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사례발표대회』에서노동부
장관상인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

ㅣ건강보건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ㅣ SK에너지는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사내관리
기준을 법적 기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성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유해인자로부터 구성원을 보호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인력이 근무하는 울산 컴플렉스에는 전문인력과 최신
장비를 확보한 산업보건센터를 건립하여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체력측정.운동처방실, 건강교육실등의
최신시설과의료장비를확보하고있으며, 의사및간호사등총 8명의전문인력들이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 울산 컴플렉스에서는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스포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장별재해율*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본사** 0.00 0.00 0.06

울산컴플렉스 0.24 0.10 0.14

인천컴플렉스 - - 0.00

기술원 0.97 0.00 0.31

전사 0.21 0.06 0.11

* 재해율은노동부가제시하는산업재해분석지표
기준을따름

**본사는물류센터및해외근무인원을포함하여
산정함

keyword / http://www.skenergy.com/company/she/she_policy.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