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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erformance
사회성과

사회DMA

구성원 행복 추구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다양성 존중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행복경영으로 이어지고

SK이노베이션은 전 구성원에 대해 성, 나이, 지역 등에 기인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채용에 따른 근로 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있습니다.

[성별 인원]

(단위: 명)

남
여

5,039

공정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내 성비 균형을

2008년

484

고려하고, 여성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직원 범주일 경우 남녀간 기본급을

비전 및 전략 방향

4,884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회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비전으로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귀가 이루어질

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충족하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실현하는 ‘행복경영’을 추구함으로써

2009년

4,945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 2.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2010년

노력 외에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 나이, 지역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7

512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차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5,322

있습니다.

2011년 주요 이슈

2011년

588

인권 존중
조직문화 • 구성원 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지역사회 발전 • 고객 만족 경영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권 존중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가입 인원

2,566명

노동조합 결성 및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원

5명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 현황은 수시로

소속된
연합단체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 연맹

SK이노베이션은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노동 관련법에 따라 모든 노동조합원들의

주요 성과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조사 4년 연속 주유소 부문 1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인사 및 상벌 관련 결과 등을 노동조합에 신속하게

•고객서비스 컨설팅 CS119팀 정착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사 SHE 본부 신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구성원의 소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소통 프로그램 tong tong 오픈
•인천사업장 앞 ‘SK행복날개공원’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공간 마련 및 도시경관 개선

* 재해율
2011년 기준 노동부 평균 재해율
전체산업: 0.65, 제조업: 0.97

구분

2009

2010

2011

재해율(%)*

0.30

0.23

0.08

사회공헌활동비(억 원)

371

315

478

SK이노베이션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자율의지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적절한 보상 및 승진제도에 따라 업무성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 대표 3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대표 3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원의 근로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개별적인 고충에 대해 서면, 구두, 유선,

e-mail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정보 보안
SK이노베이션은 사내 보안 관련업무를 전문보안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에 배치된
보안담당자 203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책무와 함께 인권 존중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2 _ We 52
are_SK
WeInnovation
are SK Innov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1 _ 53

Company Profile

[사업장별 인력 현황]

본사

2008년

(계 5,523)

2009년

(계 5,391)

2010년

(계 5,457)

2011년

(계 5,910)

울산사업장

(2011년 말 기준/단위: 명)
※	본사는 해외 및 기타 지방사업장을
포함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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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안전ㆍ보건 증진

인천사업장

SK이노베이션은 Safety first를 목표로 안전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성원들의 안전과

기술원

보건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HE (Safety·Health·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운영, 안전보건 필수준수사항 정립, 위험예지활동, 안전보건 내실화,
1,769•2,929•504•321

1,706•2,774•502•379

1,755•2,675•474•553

1,903•2,806•462•739

안전보건 Visual Program 등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 방침과 사내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층 및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인력 비중]

인력 수

2008년

인력 비중

(단위: 명, %)

2009년

98.4%
5,435

2010년

98.4%
5,276

2011년

98.6%
5,382

98.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5,830

SK이노베이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각종 제한과 조치 등은 단체협약 제5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별 퇴직 인원]

본사

2008년

(계 319)

2009년

(계 161)

2010년

(계 115)

2011년

(계 167)

(단위: 명)
※ 2008년은 SK M&C 등 관계사
전출로 퇴직인원이 증가

구성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3년 2월 노사 합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울산사업장
인천사업장
기술원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시스템 운영
SK이노베이션은 공정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PSM제도를 생산현장에 도입, PSM 12개 요소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89•16•0•14

105•34•7•15

72•25•8•10

86•41•16•24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PSM대상 공장은 SK에너지 6개 공장,

SK종합화학 3개 공장, SK루브리컨츠 1개 공장이 있으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10개 공장 중 6개

[성별 퇴직 인원]

남

2008년

여

(계 319)

239

(단위: 명)

2009년

(계 161)

2010년

132
80

(계 115)

2011년

89
29

(계 167)

재평가를 통해 전 공장이 P등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28
26

공장이 최고 등급인 P등급을, 4개 공장이 그 다음 등급인 S등급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PSM등급

39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직원 구성 현황]

30세 미만

연령별

소수계층(장애인)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0 - 50세

(단위: 명)

협력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50세 초과

2008년

2009년

526•4,602•395

495•4,290•576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예방 교육
SK이노베이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정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직급별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사업장 시설을 보수·설치하는 협력사의

54 _ We are SK Innovation

83

86

2010년

2011년

300•4,662•948

74

543•4,491•424

2009년

2011년

74

2010년

2008년

구성원들까지 동일한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에서 평가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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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안전교육 실적]
구분

(Cyber교육)

대상인원(명)

실시횟수(회)

교육시간(hr)

459

38

21,440

기술직/사무직

2,469

84

55,044

소계

2,928

122

76,484

44

6

856

1,037

21

16,780

139

8

1,112

기타 안전교육

1,035

5

1,140

소계

2,255

40

19,888

교육 대상

신규채용

종업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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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역량 강화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Sustainability Management

현장 종업원 집체
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제적인 안목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SUPEX 리더를 육성하고

SK이노베이션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4가지 역량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인재상
SK이노베이션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신뢰를 기반으로 도전·혁신을 실천하는 Global Expert입니다.
▒ SK Values
전 구성원이 SKMS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철학과 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자부심을
높이며 사람·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SK인이 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건강 증진 활동

▒ Leadership

SK이노베이션은 정기적인 건강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직위, 직책에 맞는 Biz Perspective 함양, 전략적 사고, 조직문화 변화 선도 등 SUPEX 리더로서의 역할

대부분의 생산인력이 근무하는 울산사업장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총 6명의 전문 의료 인력으로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임 및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산업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체력측정·운동처방실, 건강교육실
등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울산사업장에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유해 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직무 역량
사업의 필요 역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성과 창출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조직별로 자율·
자발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Resource Plan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집중 연수(직무 전문가 육성)

◦◦안전경영활동 성과측정
* Plant Availability

공정 정기보수 일수를 제외한 공정가동 일수

SK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안전경영 시스템 운영과 활동을 통해 2011년 기준 Plant Availability*는

매년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직무 관련 분야의 석·박사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회사의 파견

SK에너지의 경우 울산사업장 98.95%, 인천사업장 99.87%를 각각 기록하였고, SK종합화학 99.53%,

근무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루브리컨츠 100%를 달성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11년 한해 동안 공정운전 중 총
5건(5명)의 인체상해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 파견 및 단기 연수
매년 개인별 역량 개발 계획(IDP)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개인 역량 개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재해율]		
** 본사
SK이노베이션 계열 본사 및 해외/기타 사업장
근무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 고용노동부 재해율

2012년 4월 12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
(2011년 기준)
※ 2011년말 구성원 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체육대회 등 업무 외 재해는 제외

(단위: %)

2009

2010

2011

본사**

0.23

0.00

0.00

기술원

0.53

0.00

0.27

울산

0.33

0.29

0.13

고용노동부 평균
재해율***

인천

0.40

0.21

0.00

- 전체산업: 0.65

SK종합화학

울산

-

-

0.00

SK루브리컨츠

울산

-

1.00

0.79

구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비고

▒ Globality

Global Business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Gobal Business 거점 국가를 기반으로 지역 전문가 확보 및
Global Perspective를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 육성

- 제조업: 0.97

최대 1년 동안 해외 파견을 통해 해당 지역의 언어, 사회, 문화, 지역경제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Global Intelligence를 확보하는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
개인별 맞춤 특화 과정(CIP, Customized Intensive Program), 일대일 Biz. 영어 과정, 전화/화상/
집합 과정 등 Global Business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 형태를 통해
글로벌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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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SK이노베이션 계열은 동종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제도를

◦◦기타 교육 지원
[연간 인당 교육 시간]

구분
온라인 교육

주요 내용
개인의 수준 및 Needs에 맞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SK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포함, 약 500여 개의 다양한 사내외 온라인 과정을 운영
매년 대학, 컨설팅업체 등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경영학 전반을

산학협동 과정

40시간

35시간

54시간

55시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타

학습하는 SK MBA 과정을 운영 중이며, 대학과 연계한 Energy
Management 과정 등 산학협동 과정을 개설·운영
학업 목적 퇴직 시 지원제도, 심기신 수련 과정,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등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도 운영

공정한 구성원 평가 및 보상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실적 및 계획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CP
내실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 부당 경쟁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CP 7대 요소

운영 현황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공정거래준수선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채택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지속경영본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변경 및 공시 (2012년 2월)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공정거래준수 가이드라인 발간

SK이노베이션은 공정한 구성원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구성원의 노력과 노고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
구성원을 위한 행복경영의 첫 단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 수립 및 개선에

※	전사 교육을 주관하는 팀에서 관리하는 교육
시간 기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임직원 세미나 개최
자율준수교육
•공정거래전문가 교육, 사업별 특화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및 자율준수관리규정 운영

◦◦평가제도

내부감독체계

평가제도는 SK Values, 역량, 업적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자율준수 담당조직 운영
•공정거래 점검 실시

업무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승진, 이동, 교육훈련 및 보상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및 팀장급, 연봉제 사원, 고과제 사원 등 직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구성원제재시스템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 운영

절차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시스템

•자율준수 활동 관련 제반 문서의 체계적 관리

◦◦보상제도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업적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연봉제 및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EVA(Economic Value Added)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전사단위 재원을 산정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진제도

공공정책 참여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업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관리제도를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에너지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승진제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업무 수행과 구성원 자신의

일환으로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이와 같은 단체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회사의 의견과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 및 제도 수립사항 등에 대한 논의에 협력하고

◦◦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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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고통 분담 및 관련 사업

구성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2008년 1,000억 원의 공동 특별기금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저탄소·녹색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공사상으로 인한 사망 또는

에너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년에는 동 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불구폐질로 퇴직하는 경우, 생계 지원 차원에서 공로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회사에

‘에너지절약·효율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및 에너지 복지사업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sustainability Report 2011 _ 59

Company Profile

Sustainability Management

Special Issue

Our Performance

Appendix

사회공헌 활동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를 통한 행복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행복추구를 통한 기업 가치

◦◦구성원 봉사활동 장려 정책

제고’라는 사회공헌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분야인 빈곤, 교육, 환경분야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봉사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명확한 주요 추진 과제 설정 및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Released-tim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봉사활동 실적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봉사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봉사관련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여 구성원 간 의견을 교류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팀 코디네이터 부수직
발령, 코디네이터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봉사 Champion 시상 정례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을

주요 추진 과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 봉사팀이 구성되고 각 봉사팀마다 다양한

하나, 사회적 욕구와 사업 특성이 조화를 이룬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둘,

Green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글로벌 무대에서 실행

셋,

구성원 행복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실행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구성원 자녀들에게 방학을 이용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소외이웃을 돌아 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SK이노베이션은 비영리단체 및 정부부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의 봉사활동 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천사단
SK이노베이션 전사 자원봉사조직인 ‘SK이노베이션 천사단’은 2004년 7월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전사,
전국 단위로 참여 범위가 넓어졌으며,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빈곤(사회복지) 분야
◦◦사회적 기업 ‘행복한 농원’ 설립
SK이노베이션은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미

션

지역사회 행복 추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아가야, 메자닌 아이팩, 메자닌 에코원, 고마운 손 등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회사의 R&C 활용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행복한
농원’을 직접 설립하고, 지자체와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원’은

주요 분야

빈곤, 교육, 환경

추진 과제

Biz.&Social Mix, Green&Global, Fun Volunteer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초화류 재배 및 판매, 조경 관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치&연탄 나눔
매년 10월 ‘행복 나눔의 계절’을 선포하여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행복 나눔의 계절’은 최고경영층부터 일반 사원에 이르는 전 구성원이 전 사업장에서
본사

17개팀 • 1,410명 • 서울/경기

울산사업장

23개팀 • 2,813명 • 울산/경남

인천사업장

7개팀 • 462명 • 인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전화 : 02-2121-5114 팩스:02-2121-7001

기술원

물류

5개팀 • 742명 • 대전/충청

11개팀 • 286명 • 전국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전국 약 4,000여 가구에 100만여 장의 연탄을 지원하였고, 전국자원봉사중앙회와
함께 375개 시설, 13,700가구에 약 7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저소득 청소년 여름바다 캠프, 노인문화 축제, 장애인 등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친밀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부터

12년 간 울산사업장과 인천사업장을 비롯한 전국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 매년 1,000여 명의 결식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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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확산

◦◦SK행복날개공원 조성

지난 2007년부터 ‘1인 1후원 계좌’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매년 약 2,000명의 구성원이 소액기부에

SK이노베이션은 SK행복날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인천사업장 정문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30여 명의 SK이노베이션

앞 유휴부지 약 130평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제공하였으며, 특히 태양광 조명 설치 등을

임원들이 저개발국 대학생들의 학비 후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용한 친환경 녹색공원을 조성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

◦◦초등학생 대상 에너지 환경 교육 프로그램

달리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전국 시각장애인 초·중 ·고등학생

서울, 대전 지역 초등학교 2, 4학년 510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354명이 참여하였으며, 66명의 수상자들에게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야구경기 관람

하였습니다. 단순한 환경 관련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와 환경의 연관성을 습득하고

등의 체험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Appendix

올해로 19회를 맞은 ‘SK이노베이션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는 그동안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엔터테인먼트(게임, 만들기 등)를 통한 실천 체험형 통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환경부에서 수여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해외 사회공헌 프로그램

◦◦축구 꿈나무 교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페루를 시작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FC와 연계하여 제주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축구 꿈나무

2011년에는 베트남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시행 국가를 점차 확대할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2006년부터 연 1,000여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에는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의 일환으로 고양시 다문화 가족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아동 약 60여
명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 행사 및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및 화학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BSR 정유공장 인근 빈손(Binh Son)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와의 연계활동

지역의 중학교 교실 책걸상 및 창문 교체, 전기공사, 학교 벽 페인팅, 화단정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사업장은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인천지역 사회복지 인력의 요람인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와

이번 베트남 사회공헌 활동에는 BSR정유공장에서 일하는 SK구성원 10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 공헌분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인적, 물적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루
2007년부터 페루 내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이 밖에도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퀴즈, 1사 1교 운동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페루 서부 이까 주에 2011년까지 50여 개의 학교를 재건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간(2007년~2011년)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인 훈련과 의료 기자재 공급, 지역 교사 연수

환경 분야

프로그램,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운영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 및 환경정화 활동
SK이노베이션이 10년 간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한 울산대공원은 울산사업장의 각종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메세나 행사가 펼쳐지는 지역 사회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에도 장미축제
개최를 통해 37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였으며, 청소년 공작놀이 프로그램 등의
상설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사업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월 1회씩 인근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1사 1하천 및 ‘1사 1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촌천 및 원적산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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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한눈에 보는 SK에너지 사회공헌활동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지역아동센터 교사파견
보육사업(아가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포함)

메자닌 아이팩 지원
메자닌 에코원 지원
고마운 손 지원
행복한 농원 설립 및 운영

빈곤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누기

지역사회

사랑의 학교(결식아동지원 포함)

김장 나누기

구성원 기부

1인1후원계좌
저개발국 대학생 후원

초등학생 에너지·환경 교육

교육

소외 아동 체육활동 지원
울산대공원 조성 및 운영

환경

환경사랑 글모음 대회
페루 교육·의료·환경 사업

해외

베트남 교육 사업

[봉사활동 가입자수 (명)]
2008년

4,492

2009년

4,966

2010년

5,223

2011년

5,713

[봉사활동 시간 (hr)]
2008년

55,500

2009년

64,453

2010년

56,787

2011년

5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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