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및전략적목표
SK에너지는지금까지이룩한성장과발전의원동력은고객,구성원,협력사,지역사회등기업을둘러싼
사회의신뢰와지지라고생각합니다. 이에기업에대한사회의기대를충족하고이해관계자들의행복
실현을위해SKMS에근간한‘행복경영’을추구함으로써기업시민으로서의책임을다하고자노력합니다.

성과
SK에너지는고객행복경영실현을위해제품및서비스에대한책임경영을실천하고있으며구성원개개인이
자발적이고의욕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또한,협력사를동반자로인식하고상생
협력을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여운영중이며,소외이웃을위한지속적인봉사활동을통해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주요이슈및담당조직

사회주요뉴스

2월 -노사공동선언문채택
SK에너지노사는공동선언문을통해회사의생존과
발전적노사관계를위해노사신뢰를기반으로
▲발전적노사관계형성을위한개선방안수립/
시행▲회사의위기대응경영활동등에대해노사가
적극협조하기로했습니다.

3월 -고객정보보호센터오픈
고객정보암호화, 강화된보안정책이적용되는
별도의 업무공간인‘고객정보보호센터(SOC,
Security OperationCenter)’를구축해고객정보
유출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6월 -사회공헌기업‘고마운손’설립지원
보건복지가족부및NGO(열매나눔재단)와의파트
너십을기반으로토털액서서리를생산하는제조
기반의사회공헌기업‘고마운손’의설립을지원
하였습니다.

주요이슈 담당조직
고객행복경영 Loyalty마케팅팀,품질운영팀
일과삶의균형/임직원커뮤니케이션/

인력기획팀,인력팀,HR지원팀인사및보상제도/역량개발/안전보건관리
상생협력 상생협력추진TF팀,구매기획팀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팀

SK에너지가행복하고
조화로운세상으로안내합니다
2009년고객,구성원,협력사,그리고지역사회와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
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경영에반영함으로써
회사와이해관계자의가치를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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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방침및시스템

고객만족추진체계
SK에너지가고객행복증진을위해수행하고있는업무프로세스와

역할분담방식은아래와같습니다.

고객만족추진조직
고객행복센터

50여명의전문상담원으로이루어진SK고객행복센터를통해전화

및온라인고객상담을진행하는동시에회사의다양한마케팅

활동에대한VOC(VoiceOfCustomer)를수집합니다.

CR(CustomerRelations)Community

CR Community는접점CS업무별담당자들로구성되어있는

Virtual team으로, 현장 CS 활동강화및업무효율화를위한

정기워크숍을통해고객중심의서비스실현에노력하고있습

니다.

고객지향적시스템
VOC피드백프로세스

고객의고충ㆍ문의내용이실시간으로해당조직및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OC는주간ㆍ분기단위정기분석보고서형태로CS수준개선

방안과함께해당조직과공유됩니다.

CCS(CustomerCareSystem)

CCS는석유제품ㆍ서비스관련기술지원,고객상담및결과분석

등사후처리를통해고객만족도제고를지원하는온라인시스템

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
SK에너지가제공하는서비스의수준을높이기위해매년고객만

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고객만족도는연3~4회이메일

설문방식으로조사하고있으며,조사결과를각조직으로피드

백하여업무및CS수준이개선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이외

에도 주유소에 대한 자체평가제도인 ACE(Appearance &

CleanlinessEvaluation)평가를1998년부터정기적으로시행하고

고객만족
고객행복센터운영과CCS(CustomerCare System)등고객지향적시스템구축을통하여
고객행복을증진하는한편,고객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VOC수집/분석

고객(동향)정보수집

고객제공가치정립

고객행복경영목표관리

고객행복경영전략설계

제품/서비스품질모니터링

CS평가및보상

CS실천

CSInfra

조직문화및역량

SUPEX목표/
실행전략수립

02

성과관리

04

고객인지및
고객가치정립

01

기획/실행

03

고
객
만
족
추
진
체
계

CCS

고충처리/기술검토
결과자료보관/활동

고객고충상담/제품
기술지원및결과안내

석유제품지식및
규격정보제공

부적합제품처리및결과분석

주유소품질점검및결과안내

CS코디네이터

주유소운영인

판매/CS담당자 상담원

기술지원센터
Virtual Team공감대형성
효과적고객불만처리및
고객중심서비스실현

2009 SK에너지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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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있으며,고객OK감사제도를통해고객접점인력에대한포상을

실시함으로써고객만족수준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그결과

대외기관에서실시하는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우수한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체고객만족도조사결과(5.0만점)▼

▼외부기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2009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관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주유소부문1위

•한국표준협회주관서비스품질지수(KS-SQI)주유소부문1위

•한국지속경영평가원주관고객감동경영대상종합대상

고객책임활동

고객정보보호
SK에너지는지속적으로강화되는법규및SK그룹차원의고객정보

보호관리지침을반영하여임직원이준수해야할고객정보보호

규정과가이드를제·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2009년에는

고객정보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업무에적용하기위해고객

정보 취급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정보 취급자가 올바른

의식과적정한능력을보유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고객

정보보호규정의철저한이행관리를위해회사및업무위탁

협력사의개인정보취급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으며,개인

정보의안전한전송및보관을위한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더하여고객정보암호화,강화된보안정책이적용되는별도의

업무공간인SOC(SecurityOperationCenter)구축ㆍ운영을통해

기술적ㆍ물리적보안강화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결과현재까지고객의개인정보자료를누설하거나도난또는

분실한사례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향후에도고객정보유출

사고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데만전을기할것입니다.

제품및서비스에대한책임
품질에대한소비자의고충을신속히처리하기위해전국6개지역

(경인,인천,호남,영남,충청,강원)에품질서비스센터를운영하고

있으며,품질문제발생시신속·정확하게100%보상하는제도인

품질보증프로그램6 을운영하고있습니다. SK에너지는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관련해「방송광고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소비자보호법」및기타관련법규등을성실히준수하고있습

니다. SK에너지는2009년한해동안제품및서비스와관련한

법규를위반한사례가없습니다.

▼제품안전확보를위한활동▼

•전제품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DataSheet)제공

•제품Life-Cycle상제품위해성평가및결함요인제거

•제품안전관련법규준수

•제품안전실무협의회운영

•임직원및협력업체교육

•정기제품안전감사실시

6 SK에너지가제공하는제품에대한고객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정품100%만을
취급한다는상호협약을주유소와체결하고품질문제발생시신속·정확하게
100%보상하는제도

▼문화마케팅▼

2007

2008

2009

4.13

4.17

4.15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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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현황및다양성추구

기업의경쟁력과개인의역량을함께높이는인적자원관리

SK에너지는 '인간위주의경영을통한SUPEX추구'를경영원칙

으로삼고구성원개개인이자발적이고의욕적으로일할수있는

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SK에너지는유엔글로벌

콤팩트(UNGlobalCompact)에서채택한10대원칙을지지하며,

구성원의인권보호와노동권보장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경영활동을영위하고있는국내외모든사업장에서

개개인의인권을존중하고국내외노동관련법규를준수하고

있으며, 인권 보장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인력현황(2009년말기준) (단위:명)▼

▼정규직인력비중 (단위:명)▼

▼사업장별퇴직인원 (단위:명)▼

▼성별퇴직인원▼

기회균등및다양성보장

SK에너지는모든구성원에대해종교,나이, 성별, 학벌에따른

일체의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채용,배치,승진,보상,교육기회를

공정하면서도개인별능력및성과에맞게배분하고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등 노동법령을 준수해 차별

없이공정한절차에따라구성원을모집ㆍ채용하고있습니다.

채용에 따른 근로 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구성원 전체의

행복추구를위해개선해나가고자노력을지속하고있습니다.

2009년기준으로전체구성원의 8.8%를차지하고있는여성

인력에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법」과「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등관련법을준수하고있으며, 건전한직장분위기

조성차원에서매년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

니다. 한편, 사내 성비 균형및이에따른기회균등의보장을

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동일한직원범주일경우남녀간기본

급을차별없이동등하게지급하고있습니다.장애인고용측면

에서는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장애인고용증진협약체결을통하여

법적의무고용률인2%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직원구성현황

▼성별▼

▼연령별▼

▼소수계층(장애인)▼

구성원다양성및역량향상
내부이해관계자인구성원의역량향상을위해체계적인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공정한평가시스템을통해보상하고있습니다.

2007

2008

2009

5,0901,810 2,947 333

5,523

5,391

2007

2008

2009

5,011

5,435

5,306

98.4%

98.4%

98.4%

2007

2008

2009

308

319

366

※2007년은회사분할에따른지주회사로의이동으로,2008년은SKM&C등관계
사로의전출로,2009년은윤활유사업분사로인해퇴직인원이증가하였습니다.

※본사인력은울산CLX, 인천CLX, 기술원을제외한해외및기타지방사업장의
인력을포함한수치

●본사 ●울산CLX ●인천CLX ●기술원

●본사 ●울산CLX ●인천CLX ●기술원

1,769

1,753 2,761 502

2,929 504 321

375

179

289

208 121 7 30

16 14

15 114

2007

2008

2009

308

319

366

222 86

239 80

311 55

●남성 ●여성

2007

2008

2009

4,605 485

5,039 484

4,914 477

●남성 ●여성

5,090

5,523

5,391

2007

2008

2009

488 4,238 364

526 4,602 395

495 4,291 605

●30세미만 ●30~50세 ●50세초과

5,090

5,523

5,391

2007

2008

2009

70

74

74

2009 SK에너지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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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훈련

교육훈련
미래의경영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SUPEX리더를

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구성원이갖추어야할역량을

다음과같이구분하여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습니다.

SKValue

SK의핵심가치인 SKMS 및 SUPEX 추구관련교육을지속적

으로시행하여전구성원이SKValue를공유하도록하고있습니다.

신입사원은물론이고각직책에서요구되는역량에따라 SK

Value이해,실천력강화등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Leadership

직위,직책에따라Biz. Perspective함양,전략적사고,조직문화

변화선도등SUPEX리더로서의역할수행에필요한역량을강화

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직무역량

기획,재무,마케팅,생산,연구개발,안전환경등다양한직무영역에

따라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사외파견/단기연수

담당직무의수행과정에서필요한직무관련지식을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매년 팀 중심 역량개발제도(TDP/IDP)를 통해

계획을수립하고,외부전문기관의교육프로그램및해외세미나,

컨퍼런스등에참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해외연수

매년연수대상자를선발하여해외대학의MBA과정및해외연구

기관의 Fellowship 과정, 직무 관련 분야의석·박사과정을

이수할수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국내대학원파견

해외연수와마찬가지로매년일정인원에대해국내대학원에

위탁하여석ㆍ박사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경비일체를지원하고

있습니다.

Global역량

Global Business 추진을가속화하기위해중국과동남아지역

구성원다양성및역량향상

▼구성원교육▼ ▼사내외국어교육▼

SKValue
•모든구성원이SKMS를중심으로하는경영철학과
이념을공유하고,SKMS의실천력지속제고

직무역량
•Global경쟁력의기초가되는직무공통역량을바탕
으로,CIC별/사업별직무전문역량확보

Leadership
•인력활용을통해조직의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
GlobalLeadership역량강화

Global역량
•Global Business추진에필요한언어/Network을
확보하고,문화/상관행에대한이해도제고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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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확보및Global Perspective를갖춘Global리더양성에

중점을두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인력국제화연수

6개월~1년동안해외에파견하여해당지역의언어,사회,문화,

지역경제등을직접체험하게함으로써현지사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외국어교육지원

영어, 중국어에 대하여 사내 강좌, 합숙 교육, 온라인 교육,

전화 외국어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

에게는 적정 연차에 따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팀별로요구되는고유역량의경우각팀의핵심역량

확보계획인TDP(TeamDevelopment Plan)에따라해당팀원

들이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를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팀별역량개발프로세스▼

기타교육지원

●온라인교육

집합교육을보완할수있는온라인과정을확대시행중이며,

SK아카데미교육과정을포함, 약 20개의WBT(Web Based

Training)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산학협동과정

매년 대학, 컨설팅업체 등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경영학

전반을학습하는SKMBA과정을운영중이며, 대학과연계해

Energy Management 과정 등산학협동과정을개설ㆍ운영

하고있습니다.

●기타교육

이외에도 Post-Doc 과정, Follow-up 연수제도, 사내연구회

운영,학업목적퇴직시지원제도등구성원의능력개발을위해

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인당교육시간▼

성과평가및보상

2008년부터자율과책임에근거한성과중심의경영체제를구축

하고자CIC(Company in Company) 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이를통해신속한의사결정과성과에대한책임성강화가가능

하게되었습니다.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구성원들이

우려하는성과평가제도의미비점과조직간비협조가능성등에

대하여사업장또는계층별로의견을수렴하여해결함으로써동

제도를성공적으로정착시켜나가고있습니다.

평가제도
모든구성원의능력과자질및업무실적등을정기적으로평가

하고그결과를승진,이동, 교육훈련및보상등의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있습니다.평가제도는SKValue,역량,업적의관점에서

운영하고있으며, 임원및팀장급(6.2%), 연봉제사원(35.2%),

고과제사원(64.8%) 등직책특성에따라평가항목및절차를

차별화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07

2008

2009

45

40

34.5

※전사교육을주관하는팀에서관리하는교육시간기준

팀핵심역량분야
개선점파악

개인별IDP실행

역량개발Report발송 TDP작성
•연간개발역량선정
•팀원별역량Assign

팀장역량개발실적평가 개인별IDP작성

2009 SK에너지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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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
연봉제시행및특별경영성과급차등화를통하여능력ㆍ자질과

업적이 탁월한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창출한 EVA(Economic Value

Added)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조직·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보상제도는목표달성을가속화하는동기

유발요인으로작용할수있도록운영되고있습니다.

승진제도
직무수행능력의발전단계에따라구성원의자발적ㆍ의욕적

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구성원의능력ㆍ자질은물론업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구성원의 장래 성과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판단하여현재담당하고있는직무보다한단계높은

수행과제및책임과권한을부여합니다.

승진제도를통하여책임및기대역할이커질뿐만아니라급여,

복리후생 등 보상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므로 승진제도는

구성원이역량향상을위해노력하게하는유인으로작용합니다.

퇴직정책
회사의안정과성장에기여한구성원이퇴직할경우,회사에대한

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즉,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기여도에상응하는퇴직금을

지급하는등재직기간중의기여도에따라직ㆍ간접적보상을

하고있으며,구성원이공사상으로인한사망퇴직또는불구ㆍ

폐질로퇴직하는경우, 생계지원차원에서공로퇴직금을추가

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

구성원다양성및역량향상

구분 연봉제 고과제

대상 Biz.직군,엔지니어직군, 감독직,기술직군,

연구개발직군,경영지원직군 사무지원직군

급여조정방식 업무실적에따른인상률 연차변경에따른

차등적용 급여조정

조정시기 매년1월1일 매년3월1일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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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만족
노사협의회와고충처리위원회등의운영을통하여구성원의만족도를제고하는한편,
안전보건프로그램을운영하여쾌적한사업장을조성하고있습니다.

구성원인권

SK에너지는노ㆍ사동수로구성된노사협의회를통해생산성및

복리후생향상등노사공동의이익증진을도모하고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노동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노조가구성되어구성원의이익을대변하고있습니다.

노사간에정한단체협약은원칙적으로는선임대리이하구성원에

한정하여적용(전체구성원의 72.6%)되나, 회사는구성원복리

증진및원만한노사관계유지를위해대부분의단체협약내용을

전구성원에게적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현황(2009년말기준)▼

가입인원 2,447명

상근인원 5명

소속된연합단체 한국노총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아동노동및강제노동
SK에너지는전세계사업장을대상으로각국가가정하는관련

법규에따라원가절감을목적으로하는취업최저연령미만의

인원고용을전면금지하고있습니다.또한,SK에너지에서일하고

있는모든구성원은자율의지에의해고용되었으며,적절한보상ㆍ

승진제도에따라업무성과및능력·자질을평가받고있습니다.

아동노동발생위험이나강제노동발생위험이높은사업분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등 노동 관련법과 단체협약 등

노사간협의결과를준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노동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한편, SK에너지가영위하는사업가운데결사및단체

교섭의자유가심각하게침해될소지가있는업무분야는없는

것으로판단됩니다.

단체협약에의하면회사는경영상,기술상의사정으로인한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고용조정의일반원칙과같이구성원

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경영 현황을 수시로

노동조합과공유하며회사의조직및직제개편결과, 인사및

상벌관련결과등을노동조합에신속하게통보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만족활동

고충처리위원회운영
울산CLX에서는회사대표 3인, 노조에서추천한근로자대표

3인으로이루어진고충처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동위원회

에서는구성원의근로환경및근로조건에관한근로자의개별

적인고충에대해서면,구두,유선,이메일등을통하여접수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09 SK에너지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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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참여및만족도
규정에의한경영협의회,노사협의회등공식적인대화창구뿐만

아니라구성원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고있는SKMS실천진단과

인트라넷상의‘열린경영마당’,윤리상담센터등다양한수단을

통해구성원들의의견을듣고이를경영에반영하고있습니다.

2009년에도경영협의회와노사협의회를개최하여복리후생,교육

훈련,업무절차개선등구성원들이회사에기대하거나요구하는

사항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 10월에는전구성원을대상으로한온라인설문

조사(83.9%참여)와이와병행한개별면담(498명)의방법으로

SKMS실천진단을진행하였습니다.SKMS실천진단은구성원들이

회사의 경영방침인 SKMS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요

이슈를찾아이를개선해보고자하는목적에서매년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구성원안전ㆍ보건관리
SK에너지는SHE(Safety, Health, Environment) 경영시스템에

따라구성원들이자발적ㆍ의욕적으로사고예방활동을할수

있도록경영층과부서별리더의안전의식변화를유도하고있으며,

안전ㆍ보건문화확산과실천력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SHE경영시스템을전산화하여운영하고있으며,안전

보건캠페인및교육,안전작업절차준수점검,위험예지활동등

현장중심의안전보건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근거하여현장구성원들에게산업재해예방을

위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

전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시설을보수ㆍ설치하는협력사구성원들에게도동일한수준으로

산업재해예방교육을실시해사고를예방하고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PSM:ProcessSafetyManagement)

시스템운영

안전한사업장을조성하고자노동부가유해위험물질을제조또는

취급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을위해실시하고있는

PSM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PSM 12개요소별로

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중이며, 총 8개 공장별로동제도를

운영함으로써현장중심의안전관리가정착되도록하고있습니다.

울산CLX는 2009년말 2개공장에대해노동부로부터P등급을

획득함으로써8개공장전체가평가등급중최고등급인P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CLX 역시 PSM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최고등급인P등급을유지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교육실적 (단위:명)▼

구성원만족

2007

2008

2009

20,836

27,095

36,464

※2008, 2009년에는인천CLX의교육실적이추가됨

▼사내안전환경보건관리시스템▼ ▼사내보건센터▼ ▼휘트니스센터▼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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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활동성과측정

SHE경영시스템에의해현장중심의안전문화가정착됨에따라

구성원의안전의식과행동양식수준이점차높아지고있습니다.

2009년기준PlantAvailability(공정정기보수일수를제외한공정

가동일수)는울산CLX99.72%,인천CLX99.70%로,공정관리가

선진국수준이상으로안전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줍니다.

또한,울산CLX에서는매월각현장부서에서수행하고있는안전

환경보건관리 활동(안전회의ㆍ점검, 안전교육, 안전환경보건

제안등)실적을평가하여이를해당부서의KPI(KeyPerformance

Indicator)에반영하는 SHE관리시스템운영을통해안전경영

활동의성과측정과평가가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재해율* (단위:%)▼

구분 2007 2008 2009 비고

본사** 0.00 0.06 0.23

울산CLX 0.10 0.14 0.33

인천CLX - 0.00 0.40

기술원 0.00 0.31 0.53

전사 0.06 0.11 0.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하여노사동수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위원회의결사항으로는산업재해예방

계획,근로자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등에관한

사항이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및운영, 각종

제한과조치등은단체협약제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및

운영)에규정되어있으며,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2003년

노사 합의를 통해 제정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건강보건관리시설및프로그램

구성원의건강관리를위해정기적으로종합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유해인자의사내관리기준을법적기준보다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함은 물론 유해인자로부터

구성원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생산

인력이근무하는울산CLX에는의사와간호사등총8명의전문

인력과부속의원,물리치료실,체력측정·운동처방실,건강교육실

등을갖춘산업보건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 구성원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절주및금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구성원의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본사와울산CLX에서는구성원은물론구성원가족들의

건강을위한스포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2009 SK에너지지속가능성보고서

노동부평균재해율***

•전체산업: 0.696

•제조업: 1.073

* 재해율은노동부가제시하는산업재해분석지표기준을따름
** 본사는물류센터및해외근무인원을포함하여산정함
***평균재해율은2005~2008년상반기까지의재해율을기준으로산정함
※2009년재해율의증가는대부분체육행사등업무외활동으로발생한경미한
사고에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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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동종업계최초로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CP운영실적및

계획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9년 중

당사는부당경쟁행위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건의

시정조치를받은바있습니다.

▼SK에너지의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체계▼

CP7대요소 운영현황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준수선언및공정거래자율준수
의지와관심표명 규범채택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윤리경영본부장을자율준수관리자로변경
및공시

자율준수편람의 •자율준수편람발간
제작·배포 •공정거래준수가이드라인발간

•공정거래임직원세미나교육운영

자율준수교육 •계층별교육과정운영
(공정거래전문가/직급별전문과정등)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및자율준수관리
규정운영내부감독체계

•자율준수전담조직운영(공정거래팀)

구성원제재시스템 •법위반임직원에대한제재시스템운영

문서관리시스템 •자율준수활동관련제반문서의체계적관리

공정하고투명한구매수행

SK에너지는인터넷구매시스템,구매윤리강령,규정및절차등을

통해구매업무가공정하고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구매

인터넷구매시스템SKBIOK운영을통해구매요청으로부터전자

입찰,전자공인인증서통한전자계약서체결,전자세금계산서발행

시스템에연동된대금지급까지구매전과정을시스템화하여

구매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관리체계(SRM:SupplierRelationshipManagement)를

도입해공급업체등록ㆍ평가ㆍ차별화관리를통한경쟁력있는

공급업체풀(Pool)을유지하는한편,상생협력추진기반을확보

하였습니다.

●구매윤리강령

2000년제정한구매윤리강령을모든구매담당자가숙지ㆍ준수

하도록하는한편,이를인터넷구매시스템을통해외부에공개함으

로써공급업체와공정하고투명한협력관계가구축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또한,공정ㆍ투명거래준수위반공급업체는회사

규정(공급업체제재기준관리절차)에따라제재하고있습니다.

공급업체등록ㆍ평가시종업원을합리적으로대우하며, 처우

개선과안전보건에힘쓰고있는지등을반영하며, 이미등록된

업체라도종업원또는일용직임금을3개월이상체불한경우회사

규정에따라제재를가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급업체및계약

업체의인권보호에힘쓰고있습니다.

그린프로그램(녹색구매)
자율적인친환경상품구매를활성화하기위해환경부의「녹색구매

자발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협력사평가시환경경영항목

반영,녹색구매가이드라인제정,녹색구매제도및회사활동내역

안내등을진행해왔으며, 연간약 30억원규모의친환경상품

(정부가지정한환경마크인정상품)을구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업계최초로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SK에너지는
인터넷구매시스템,구매윤리강령등을통해구매업무가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자발적협약주요내용

•기업은녹색제품생산·유통·구매촉진
-녹색제품구매계획을수립하여이행함
-환경성이우수한저탄소원료·부품을사용함
-협약이행실적을지속가능보고서,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함

•정부는녹색산업육성및녹색제품개발지원시책적극시행
-기업에녹색제품정보제공
-우수기업표창및기업의이행성과홍보

•기업과정부는저탄소녹색소비문화확산노력
-환경정보제공및녹색소비캠페인실시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사회공헌
자선과참여를연계한사회공헌원칙에따라전략적사화공헌활동에중점을두고있으며,
빈곤(사회복지),교육,환경3대분야에초점을맞추어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

‘행복을나누는기업SK’라는미션과‘자선’과‘참여’를연계한

사회공헌원칙에따라, 일자리창출과소외계층에대한지원이

가능한전략적투자에사회공헌활동의역점을두고있습니다.

이를위해재정적지원과자원봉사활동이병행가능한빈곤분야,

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육분야,회사의사업특성과

연계된환경분야의사회공헌활동을중점적으로전개하고있습

니다.

SK에너지는본사및울산CLX에사회공헌팀을운영하고있으며,

구성원들은 2004년 7월 출범한 전사 자원봉사 활동 조직인

‘SK에너지천사단’을통해자발적으로봉사활동에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현황
임직원의지역사회참여가경영활동의일환이라는인식하에봉사

활동을근무시간의일부로인정(Time-released제도)하고있습

니다.더불어,임직원봉사활동을기업문화로정착하기위해연

1회자원봉사사례발표회를개최하여임직원들의지역사회참여를

격려하고우수한사례를공유하고있습니다.

또한, 봉사관련정보와경험을공유하고CIC별, 부문별, 팀별,

개인별활동상황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자원봉사웹사

이트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제도적지원을기반으로,임직원들은사업장별로자발적으로

봉사팀을구성하여,각봉사팀의관심에따라노인,아동,장애인

등의소외계층을대상으로또는환경,지역사회,교육등분야별로

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봉사활동현황▼

▼봉사활동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회복지
저소득층배식,장애인및노인목욕,나들이지원,집수리,
농촌지원,점자도서만들기,도시락배달등

교육·장학
경제교육, 1:1멘토링,저소득학생학습지도,
저소득영아보육,문화체육활동지원등

환경
숲가꾸기,강지킴이,환경캠페인,재활용센터봉사,
환경교육등

▼자원봉사단현황(2009년12월31일기준)▼

19개팀

1,295명

11,529시간

서울/경기

20개팀

2,509명

30,554시간

울산/경남

6개팀

448명

9,315시간

인천

5개팀

399명

4,977시간

대전/충청

11개팀

315명

8,078시간

전국

61개팀

4,966명

64,453시간

전국

본사 울산CLX 인천CLX 기술원 물류 계

SK에너지자원봉사단

단장:회장신현철

2007

2008

2009

3,665

4,492

4,966

53,000

55,500

64,453

조직

구성

팀원

할동시간

활동지역

●가입자수(명) ●총봉사시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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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회공헌프로그램

빈곤(사회복지), 교육, 환경 3대분야에초점을맞추어실행되고

있으며,비영리단체및관련정부부처와의파트너십을유지하고

있습니다.

빈곤(사회복지)부문
●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을비롯해아가야,메자닌아이팩,메자닌에코원

등의사회적기업을지원하였습니다.2009년에는보건복지가족부

및NGO(열매나눔재단)와의파트너십을기반으로토털액세서리를

생산하는제조기반의사회공헌기업‘고마운손’설립을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뜻한겨울나기

매년 10월에서이듬해 2월까지를‘행복나눔의계절’로정하고,

소외계층의겨울나기를돕고있습니다. 2009년에는한국YMCA

자원봉사자등과함께‘사랑의김장나누기’를통해총10만포기의

김치를소외계층과사회복지시설에지원했습니다.또한,‘사랑의

연탄나눔’프로그램을통해약3,000가구에 100만장의연탄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부문
●저소득층아동을위한장학금지원

2006년부터부산해운대구반송동의철거민밀집지역아동들

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09년에는이프로그램을

통해총 490명의아동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소외

아동의건강한삶을위해,제주유나이티드FC와연계하여지역

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을대상으로축구교실을운영하였

습니다. 이 밖에도한국고등교육재단후원, 1사 1교 운동등의

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후원

우수인재양성을통해사회에기여하고자한국고등교육재단을

후원하고있습니다. 1974년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은사회

과학·순수자연과학·동양학·정보통신분야에서우수한학자를

양성하여국가와사회의발전에기여해온우리나라의대표적인

장학재단입니다.

환경부문
●아름다운문화·환경조성

SK에너지가2006년완공해울산시에기부한울산대공원은각종

사회공헌활동과기업메세나행사가펼쳐지는지역사회의문화

중심지로자리잡고있습니다. 2009년에는행복만발장미축제,

청소년공작놀이프로그램,예술품감상,찾아가는도서관등의

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SK에너지환경사랑글모음잔치

전국초등학생을대상으로지난1994년부터실시하여17회를맞은

‘SK에너지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는 국내 최대 환경 글짓기

공모전으로서 2009년에는 약 8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

니다. SK에너지는40년간환경산업을선도해온회사로서환경

글짓기대회,울산CLX환경시설견학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

학생들에게환경관련조기교육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사회공헌

▼김장나누기▼ ▼서울노인복지센터배식봉사활동▼

CREATING HAPPINESS THRU OU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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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회공헌프로그램

SK에너지는글로벌환경에서글로벌기업시민으로서의역할에도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중국
2006년부터한국과중국이공동으로진행하는‘한ㆍ중우호녹색

장성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2009년에도 약 100만 그루를

식수함으로써,황사피해를줄이고지역경제에크게기여했다는

평가를받고있습니다.

페루
2007년부터페루내소외계층의교육, 의료, 주거등의환경을

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2007년에발생한지진으로큰

피해를입은페루서부이까주에2009년까지총34개의학교를

재건하고20여개학교의녹지조성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한 해동안의료시설복구와의료기자재공급,

지역교사연수프로그램운영등을위해약 17억원을지원하였

습니다.

네팔의료봉사지원
사회복지법인‘평화를이루는사람들’의의료봉사단을후원하여

2008년캄보디아바탐방지역에이어2009년에는네팔포카라

지역저소득층마을주민약 1,000명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

하는데도움을주었습니다.

▼ 2009년분야별사회공헌활동비집행현황 (단위:억원)▼

빈곤·사회복지 197

환경 70

교육 49

문화·예술·체육 33

글로벌 19

자원봉사 3

계 371

▼페루재건학교▼ ▼네팔의료봉사단활동▼

2009 SK에너지지속가능성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