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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혁신   도전·창의·긍정

안정·질서·위계를 강조하는 기존 문화는 석유 및 화학산업의 전략과 정합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전하고 있는 기술기반의 산업은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변화가 급격하여, 기존 

문화만으로는 변화된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To-Be 전략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하게 된 것이 조직활성화이며, 다양한 가치 가운데 

도전·창의·긍정을 문화적 방향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문화혁신을 방지하고 새로운 문화의 내재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SK이노베이션은 단계별 

접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단계로 ‘즐겁고 신나는 일터 만들기’를 위해 보고, 회의, 초과근무, 

휴가 문화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삼고 과거의 관행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즐겁고 신나는 

일터 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기반으로 도전·창의·긍정의 

문화혁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도전·창의·긍정의 문화혁신은 조직활성화의 2단계로서, 구성원의 

Way of Thinking, Way of Behavior까지 개선하여 더 큰 행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

이러한 조직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 환경 개선을 통해 높은 파티션을 과감히 내리고, 폐쇄적인 임원실을 투명 유리로 교체하거나 

팀장의 자리를 팀원의 자리와 가깝게 옮겨 벽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반차 휴가, Flexible Time제(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Work & Life 

Balance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HR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현장 직원이 채용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인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력사원채용에서도 인·적성 

검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보상에 있어서도 획일성·보편성보다는 다양성·유연성을 강조하여 

꼭 필요한 인재는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목적 퇴직자 재입사 지원, 

승진자격시험현실화, 이동관리제도개선(Job Market), 교육예산(IDP)의 획일적 배분을 개선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내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관리의 효과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조하는 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 활동

2011년에는 조직문화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진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내 게시판인 tong tong을 오픈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성원들의 솔직한 의견이 오가도록 

하였으며, ‘Shall we talk’ 행사를 통해 조직활성화와 회사의 비전을 CEO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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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본사 하늘마당 체육대회 등 조직 간 친밀도를 높이고, 단위 조직 차원의 

일체감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Communication Day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특히 주니어 사원들과 CEO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V-Board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임원·팀장 워크숍 외에도, 하반기에는 SK이노베이션의 Cultural Identity와 

행동양식에 대해 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는 기업문화 워크숍을 별도로 기획하여, 50일에 

걸쳐 총 11기수로 약 1,0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SK에너지 

SK에너지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하는 문화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생각의 여유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핵심적인 일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이 Brain Engagement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역량 신장과 회사의 발전이 선순환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 SK종합화학 

SK종합화학은 전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CEO와 구성원 간 간담회를 연중 상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미’와 ’의미’를 바탕으로 Communication Day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Outdoor 

Mission 수행을 포함한 GC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하좌우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구성원이 

Bottom-up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는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J-Board(Junior Board)를 

출범하였습니다.

 ◦ SK루브리컨츠

SK루브리컨츠는 주니어 구성원으로 구성된 문화혁신TF를 발족하여 Bottom-up Communication을 

강화하였고 Dream Office 구축, Creative Biz. Look 시행, 회의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CEO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 구성원 대상 소그룹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Happy Day를 통해 

경영현황에 대한 공유 및 CEO 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문화혁신 활동을 더 나은 문화로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조직문화혁신 활동을 일회성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문화 숙달을 위해, 향후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발하고 기업문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