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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

SK하이닉스는	협력사	인재확보와	

청년실업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과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청년희망나눔’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희망나눔’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청년희망나눔’의 시작은 SK하이닉스 우수 협력

사의 애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

되었다. 국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의 공통적 

고민이기도 한 사회적 문제는 인재확보의 어려움

일 것이다. 

SK하이닉스 협력사(엘오티베큠)의 HR담당자

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과 다르게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

로 복지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많은 보완 및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준비생들과의 연결이 부

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VoC를 바탕으로 ‘청년희망나눔’은 큰 

틀에서 협력사 또한 SK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고민을 통

해 탄생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협력사 채용니즈 조사 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협력사들의 

채용니즈 조사부터 시작되었다. SK하이닉스의 우

수 1·2차 협력업체, 기존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 

참여 업체, 그리고 동반성장 회원사 및 협약사들

에게 참가의향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참여의

사와 니즈를 수렴하여 프로그램 지원규모, 교육

방향 등을 설정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니즈조사

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프로

그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협력사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이들의 최

대 고민이었던 홍보부분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청년희망나눔’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협력

사 홍보페이지를 할애하여 협력사별 기업문화, 급

SK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확보가 어려운 협력사와 이 시대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연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

는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을 3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청년희망나눔’은 직무교육 및 협력사 인턴십 제

공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34세 이하 청년들과 인

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을 연

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이 프로

그램을 통해 2년간 약 400여 명의 청년인재를 육

성하였고, 그중 210명은 SK하이닉스의 협력사에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172명(근속률 약 

82%, 퇴사율 약 18%)은 지금까지 근무 중인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신입사원 대상 1년 미만 퇴사율

이 연간 약 40%인 점 대비 획기적으로 높은 숫자

이다.(신입사원 1년 미만 퇴사율 : 2016년 41.5%, 

2017년 40.6%, 잡코리아 2016년 9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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