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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를 일상

적 근무형태의 하나로 상시화 시키며 기존 대

면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비대면 환경으로 빠

르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반

의 연결성, 온택트를 가속화 시켰고, 그 결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변화 필요

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자율’과 ‘책임’의 일하

는 방식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맞물리며 구

성원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만의 새로운 성

과관리시스템(O -WorkS)을 본격적으로 고민

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성과관리시스템 개념의 변화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성과관리체

계이자 시스템 O-WorkS는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

떤 변화에 주목한 것일까?

먼저 본격화된 비대면·온택트 환경이 업무

관리, 피드백 단위를 ‘과정’에서 ‘목표·결과’ 중

심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제

한된 물리적 공간에 함께 모여 일하는 장면이 

조금은 낯설어진 지금, 각자의 공간에서 스스

로 업무일정을 관리하고 진행경과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성과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 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의 애자일(Agile) 조직은 2019

년도에 도입한 조직운영 방식으로 조직 간 경

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다양한 일의 경험을 부

여하며, 일의 시작과 종료에 따라 연중 상시 

유연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직 간 협업과제는 빈번해지고 

구성원의 소속리더만이 아닌 다양한 과제리더

와 협업동료로부터의 유의미한 성과 피드백이 

가능해졌다.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언급 이전에 ‘애자일 

조직’이라는 조직운영체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양한 리더와 함께 일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 역시 과업 및 과제 단위로 수시 

변동되는 애자일 조직 하에서 연중 수행한 과

제성과들이 휘발되지 않고 데이터로 누적 관

리되어 연말평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성

과관리의 또 다른 핵심사항, 즉 우리의 성과

관리제도를 변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

문이다. 

끝으로 성과평가제도를 구성원 주도의 EX

(Employee eXperience) 관점에서, 즉 HR부

서가 아닌 구성원 스스로가 평가과정에서 느

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개선하는 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기존의 ‘성과측정과 변별’에서 멈

추지 않고, 개인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지향하

는 평가’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HR BEST PRACTICE  

구성원 주도의 

‘성장’지향 평가제도 

구성원 주도의 성장지향 평가제도 개선, 비대면 환경, 

애자일 운영 가속화 등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성과관리체계의 어떤 요소를 바꿀 것인가에 집중하여 

새로운 상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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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설립 ｜ 1962년 10월 13일

•업종 ｜ 석유 정제품 제조업

•매출액 ｜ 9조2,398억원(2021년 1분기 기준)

•종업원수 ｜ 2,443명(2021년 1분기 기준)

•비전

Global Green energy & material 기업의 꿈을 

향해 전진

SK이노베이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