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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의 구성원 역량개발과 성과

관리를 어떻게(How) 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에 앞서 왜(Why), 무엇을(What)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는 것이 전체 맥락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K는 기업 경영의 궁극적 목적을 ‘구성

원의 행복’에 두고 있으며, 우리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도 궁극적

으로는 우리 모두(공동체)가 더 행복해 지

기 위함이다. SK가 추구하는 ‘구성원의 행

복’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기에, 결국 그 행복은 조직과 연계하

여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

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역량개발 방향성 

및 성과관리 체계는 ‘개인과 회사(조직)의 

지속적 성과 및 성장”과 연계되어 있다. 

구성원 역량개발

무엇을(What) 개발하고 있는가는 시점에 

따라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가겠지만,  최근 SK네트웍스는 구성원 커리

어, 핵심직무와 연계한 스킬, 디지털 리터러

시(Digital Literacy), 리더십 및 조직개발 영

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1)세상의 변화

에 따른 일의 변화(① 디지털라이제이션으

로 인한 일의 소멸·대체·생성, ② 일의 파

편화·융합화, ③ 평생직장이 아닌 n잡러·멀

티커리어즘, ④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이며, 앞서 언급한 방향

성인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 성과 및 성장’

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SK네트웍스는 지속적 성과창

출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회사의 아이덴티

티를 ‘사업형 투자회사’로 규정했으며, 사업

과 투자의 선순환을 실행케 하는 사업- 투

자 -기능·Tech. 등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

게 대두되었다.(그림1 참조)

SK네트웍스에서 구성원 역량개발의 주

Case Study

구성원 역량개발, 

조직의 성과 및 성장과 연계

▶ SK네트웍스

•설립 ｜ 1956년 3월 24일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임직원수 ｜ 1,597명(2021년 기준)

•매출액 ｜ 11조 181억 4,000만(2021.12.IFRS 연결

SK네트웍스(주)

SK네트웍스 구성원 역량개발 방향성 및 성과관리 체계는 

구성원 개인과 회사(조직)의 지속적 성과 및 성장과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다. 

정택진

SK네트웍스(주)

기업문화실 역량개발팀장

tjay.cheong@sk.com

*1)mySUNI Management College, HR

을 위한 memo–어제의 먼 미래, 현실이 

되다!- 2021, 9~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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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접근법은 구성원의 커리어를 중심으

로 한 자기주도적으로 개발(Self-directed 

Development)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로 일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고, 기존의 직무기반의 역량개념

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개인 측

면에서도 100세 인생을 사는 동안 한 회사 

및 하나의 직업으로는 삶을 지속하기가 어

려워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회사가 전 구성

원의 공통 필수역량을 정의하여 일괄적으

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은 더 이상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역량은 직무보다 더 세부 개념인 

스킬기반으로 개발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2)생애경쟁력 관점에서 커리어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실행해 나가도록 지원하

고 있다. 

과정(콘텐츠)은 SK그룹 차원에서 운영하

는 마이써니(mySUNI) 과정(11개 College, 

900여 개 과정, 4,000여 개의 강의)과 SK

네트웍스 자체 과정(외부 협업 포함)으로 구

성되며, 구성원은 본인의 경력목표와 연계

하여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판(場)에서 각자가

(혹은 모여서) 뛰어 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특히 mySUNI는 과정이수에 따른 인

증제(Stamp, Lv.별 Badge)를 통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 SK네트웍스 자체적

으로는 2018년에 수립한 데이터 분석 역량

체계(Lv.1~Lv.5)에 따라 DT역량을 개발·관

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투자전문역량도 세

부 레벨별로 육성·관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ESG는 리터러시와 

실무·심화로 구분하였고, 특히 리터러시는 

전 구성원이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

의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데이터 분석 역량체계 

및 과정은 SK네트웍스가 무역·유통·물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 데이터 기

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렌탈, B2B·B2C 

부품유통, ICT 디바이스 리사이클링 등)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K그룹에서는 mySUNI 및 각 멤버사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원이 자발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근무시간의 10%

에 해당하는 200시간을 학습에 투자할 수 

*2)SK네트웍스에서는 ‘Employability, 全 

생애적 관점의 일(Job)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

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라 정의.

그림1 ｜ 구성원 육성 At a Glance

주요직무

(커리어)

주요역량

주요과정

사업수행

사업

(영업·물류·운영·사업개발 등)
투자

기능/Tech.

주요역량

mySUNI 및 외부 실무공통(Working Smart)_전략적 사고/문제해결/Excel/PPT 등

커리어 워크숍_필수 Re·Up-Skilling 집중 과정_선정·신청

팀장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Coaching) 조직개발 프로그램(Team Power)

사업개발

2) mySUNI

BM Design

Intensive

mySUNI

자본시장 전문가

mySUNI 설계과정

SK네트웍스 설계과정

블록체인

실무

mySUNI

SV-BM 심화 

mySUNI

재무·회계실무

블록체인

리터러시
ESG 리터러시 

투자

테크

(DT·AI·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Lv.1~2

특정직무 Focus/

일반 구성원 오픈 

ESG Global Platform

1) 4 Levers

1) 4 Levers : SK네트웍스의 BM(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4가지 지렛대

2) mySUNI : SK University 약자로 SK그룹의 통합 육성 플랫폼

관리

(전략·재무·HR

법무·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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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평균 주 4시간 이상의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SK네트웍스의 2020년 학습현황은 인

당 평균 243시간이었고, 2021년은 인당 평

균 159시간 학습, 확보한 배지(Badge) 개

수는 인당 3.3개(워커힐 제외)이다. 

회사에서는 좀 더 강력한 학습동기를 부

여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인

별 커리어를 관리하는 커리어 관리(Career 

Management)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

다. 이는 2020년 말 행복 서베이를 통해 확

인한 구성원의 불안감 -회사의 방향성에

는 공감하지만 단기·중기적 목표가 불명확

하여 불안감을 느낌-을 줄이기 위해 구성

원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

는, 즉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만들고, 이

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본인의 몸값을 높이도록 하기 위

함이다.(그림2 참조)

구성원은 커리어 관리 체계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커리어 워크숍에 필수로 참

여하여 본인의 경력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

고, 실행을 점검하며, 결과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 하게 된다. 2021년 

상·하반기, 2022년 상반기 총 3회, 41차수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매회 CEO가 직

접 강의 및 Wrap-up 등 참여(Commitment)

함으로써 회사에서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인의 생애경쟁력 관점에

서 커리어를 설계하되 조직의 맥락과 연계

하여 주요 직무(사업-투자 -기능·테크)를 

중심으로 목표와 학습계획을 수립, 실질적

인 결과물(배지 및 외부 자격증 확보, 직무

이동 등)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의 경력개발에 좀 더 적극적

인 구성원에게는 외부 커리어 코치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정 

직무에 있어서 전문가로의 도전(AI·DT·투

자 등)이나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구성원에게는 조직의 추천이나 본인의 신청

에 따라 mySUNI 또는 외부의 적합한 과정

(Re·Up-skilling)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리더십 영역에서는 평가(Assessment)

와 개발(Development)을 시행하고 있는데, 

SK네트웍스에서는 그룹의 모든 임원을 대

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리더십 서베이와 연

계하여 팀장 대상 리더십 서베이를 2018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SK경영철학에 대한 확신과 열정, 구성원

의 행복추구를 위한 자발적·의욕적 두뇌활

용 극대화,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

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전략 수립, 최고 수

준(SUPEX : Super Excellent)의  목표달성

을 위한 과감한 돌파와 실행으로 대표되는 

SK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측

정 및 피드백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 코칭

그림2 ｜ 경력관리 체계 

< 1단계 >

•Career Story 워크숍

- Self-Branding 중요성 공감대 형성

- Brand Identity(궁극적 목표) 설정

- 3년 후 실질적 목표 및 구체적 실천계획

  (업무·학습) 수립

•Career Plan 구체화 

- 실행계획 구체화 및 시스템 등록

- 직책자와의 면담진행

구성원 경력계획 수립

< 2단계 >

•Career 개발 1:1 지원

- 1:1 면담 및 코칭 진행,  경력계획 시행 구체화

•필요역량별 커리큘럼 지속 개발

- mySUNI 중심 커리큘럼 개발

- 구성원 경력계획-조직·직무별

  역량-커리큘럼 매칭 지원

경력계획 시행 지원

< 3단계 >

•구성원 계획 실행결과 점검

•이동·전환 진행

- 커리어 365 활용

- 직무전환 및 조직이동 지원

•경력계획 업데이트 정기화

경력계획 실행

•조직·직무 단위 필요역량 구체화

- 수준(Level) 및 인증방식 포함

- 자회사 포함

조직·직무별 필요역량 규명

•조직·직무 단위 필요인력 파악

- 실제 이동 가능성 파악

- 자회사 포함

조직·직무별 필요인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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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SK리더십은 구성원 

육성 및 성과관리 체계를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성과관리

SK네트웍스의 성과관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Task 기반 상시 피드백에 기반한 

비(非)등급 절대평가체계’라 할 수 있다. 상

대평가와 절대평가는 회사의 비즈니스·경

영철학·기업문화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

이 다를 수 있겠으나, 당사는 ① 내부경쟁 

→ 외부고객 지향, 유연한 협업 강화, ② 일

(Task) 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성과의 개선, 

그리고 ③ 상호 피드백을 통한 일의 완성 

및 구성원 성장 차원에서 2018년 상대평가

에서 비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였다. 즉, 연

말 1회 정해진 비율에 따라 S·A·B·C로 등

급을 나누는 방식에서, 개인별 Task에 대해 

연중시스템(NetPro)을 통해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고, 매년 분기 말 대면 면담(Mutual 

Reflection)을 하며, 연말에 Q-Session(전

사 인사위원회)을 통해 극소수의 고성과자

를 선정하게 된다. 

모든 Task별로 직책자 -팀원 간, 팀원 -

팀원(Peer) 간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종료된 Task에 대해 성과를 리뷰 및 관리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이를 가능

케 하는 것이 NetPro(넷프로·Networks 

Professional) 시스템 덕분이다. 2018년에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SK텔레콤의 성과괸

리 시스템인 P-Review를 도입하여 당사에 

맞게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한 시스템이다.

성과관리에서 상호 피드백이 매우 중요

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특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근무 상황에서

도 중단없이 Task를 수행하고, 상호 피드백

및 관리하는데 NetPro시스템이 훌륭한 역

할을 해주었다. 

SK네트웍스의 성과관리 방식인 ‘비등급 

절대평가, Task 중심 상호 피드백’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여러 효과에도 공정성·객관성

에 대한 의문, 팀 규모 및 리더십 유형에 따

른 피드백 질의 차이, 극소수의 고성과자를 

제외한 다수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발생 등 구성원

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 중 평가·보상에 

관련된 것이 여전히 존재(2020년 6월 SK네

트웍스 행복 서베이 결과)한다. 

이에 2020년 8~10월까지 총 10차수에 

걸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

하고, 성과관리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시간 

공개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구성원이 직접 

개선 아이디어를 발현해 낼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와 더불어 2021년 6~9월에는 평가·

보상에 관심이 많고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13명의 구성원(조직·연

차·나이 등 다양성 고려)을 선발하여 구성

원 협의체인 ‘HR Design Lab’을 통해 성과

관리 전반에 대해 리뷰 및 심도있게 논의하

여 개선사항을 직접 발굴 및 실행하는 과정

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① Task 기반 성과측정 구

체화·명확화 추진(Task별 난이도·달성

도 측정), ② 동료 피드백 개선 및 강화(동

료 질문항목 중 무임승차자 추가), ③ 연말 

Q-Session 보완(심사위원 구성 보완, 평가

항목 회사 전략방향과 연계, 고성과자 업적 

공개 등)의 개선을 실행하였다. SK네트웍스

의 성과관리는 지금도 진화 중이다. 

보완점 및 앞으로의 계획

커리어 기반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선순환되고 있다고 *3)판

단된다. 하반기 워크숍은 좀 더 적극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초

점을 맞춰 핵심역량 중심 워크숍(Tech.·투

자·ESG)과 소그룹·개인별 맞춤형 프로그

램(그룹코칭·멘토링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창출과 직접 연관되는 팀 단위 조

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직개발 프로그

램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성과는 개인성과

의 합보다 커야 하며, 개인보다 팀으로 일하

는 것이 성과창출에 더 유효하기 때문이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서 언급한 Task별 난이도·달

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NetPro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말 고성과자 Pooling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말에 진행했던 ‘머신

러닝을 활용한 피드백 유용성 검증(Scoring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보완할 계획이다. 당

시 1년(2018~2019년) 동안 NetPro시스템

에 축적된 피드백 데이터 1,500건에 대해 

효과성을 판단하고 경제뉴스 데이터 등으

로 학습시켜 효과성 데이터를 테스트한 결

과 머신러닝 예측 정확성이 84%로 정도 나

왔다. 올해 말까지의 피드백 데이터 1만여 

건을 활용한다면 좀 더 예측력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직책자가 

피드백 작성 시 ‘좋은’ 피드백을 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2021년 SK네트웍스 행복 서베이 내 

‘커리어 목표·실행·성과에 대한 인식’이 

7점 만점에 평균 5점(다소 그렇다), 

2022년 상반기 커리어 워크숍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81%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