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상생협력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SK에너지는 재무 건전성 제고, 기술 지원, 시장 개발 지원, 협력사 임직원 역량 향상
등을 통해 협력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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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경쟁력 확보가 결국 회사의 지속가능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철학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있는 협력사는 행복 창출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서로 win-win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각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SK에너지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 기술 개발 촉진, 시장 개발 지원, 임직원 전문 역량 신장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필수 이행사항
•공급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 기준의 구체성/투명성/공정성 확보, 취소 기준/절차/결과의 공개
•당사와의 거래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모든 계약 체결에 대해 서면 계약서 교부
•모든 공급 제품에 대해 현금 결제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론/상생펀드 등 금융 지원, 임직원 경영역량 교육 또는 현장기술 교육, 기술 공동 개발, 특허

공동 출원 등
•SK그룹 계열사와 함께 조성한 총 1,200억 원 규모의 SK상생펀드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를 지원(이중 당사는 60억 원의 협력사 대출 가능분 조성)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2009년도 구매금액 기준 26%를 사업장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구매하였으며, 특히 울산 및 인천CLX의 경우 매년 설비 분야 협력사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역업체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SK에너지는 2008년 9월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체결ㆍ선포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에
대한 1년간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양호’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상생 CEO세미나
SK 상생 아카데미

상생 MDP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상생 e-Learning
LiBS 생산 공장(위티아)

협력사 현장 직무
관련 교육

울산CLX
대덕 마케팅 개발원

SK 상생 인턴십
프로그램

내 용
•협력업체 CEO를 대상으로 하는 조찬 특강 형태 프로그램
•6회 실시 - 총 99개 협력사 CEO(또는 임원) 참석
•협력업체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Mini MBA 프로그램
•상/하반기 2회 실시 - 총 24개 협력사 임직원 참석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On-line 교육 프로그램
•분기 2회 실시 - 연 2,000여 명 수강
•생산공장 설비 운영, 직무 교육, 안전 교육 등
•현장 안전/환경 관련 교육
•협력사 정기 협의회 실시(월 1회)
•CS 마인드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교육
•일자리 나누기 인턴십 프로그램(’
09. 4. 13 ~ 12. 31)
- 인턴사원 모집/취업경쟁력 강화 교육
- SK 협력업체 인턴 근무(2.5개월/기수)
•총 3기수 운영(30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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