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ICH
이슈 & 이슈

한국석유관리원, 인권경영 체계 본격화 추진
-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 선포·인권경영 홈페이지 개설 등 ‘앞장’

한국석유관리원이 인권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인권침해 구체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경영을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이어가고 있다.
글 사회가치팀 김민아 사원

지난 1996년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Multi-National

내·외부 고객의 인권 침해 금지 등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가 담겼다.

Enterprise Guidelines)」 발표와 2011년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이 자리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채택 이후 국제사

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므로, 업무수행 시 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회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기업에 인권경영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인권경영 의지를 직원에게 전달했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17년 G20정상회의에서 ‘기업과 인권’ 의제
가 채택되고 UN 인권이사회 안건 채택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는 등 점차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세 번째로는 인권경영선언 및 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하기 위해 인권경영 홈페이

강제력을 띄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지를 개설해 인권경영선언문 전문, 인권경영 사례 등의 자료를 공유했으며, 언론을 비롯해 블로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18년 8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확

그, 페이스북 등 SNS, 뉴스레터 등 가용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인권경영실천의지

정했다. 이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 권고하면서 관

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련 법령 제정을 검토하는 등 인권관련 국제환경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미흡분야 개선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2018년을 인권경영 도입의 원년으로 삼아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관리원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

목표로 ①인권경영추진 시스템 구축, ②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③대내·외 이해관계자 확산 등

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공급망 관리를 위해 물품·용역·구매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

의 과제를 추진했다.

의 인권경영 실천서약을 징구하고, 서약위반이나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실행 조직(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의 구제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 등을 정한 ‘인권경영이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아울러, 인권경영 전 과정은 인권경영 홈

계층별 교육을 4회 실시했다.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두 번째로, 2018년 11월 경영진, 노사협의회 위원, 본사 및 본부 직원대표와 주요 간부 38명이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국제기준 및 법규준

예정이다.

수, 종교·성별·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부당노동 등의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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