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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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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서 1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사진 오른쪽 임낙송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2 남광주시장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낙송)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하기 등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넣기 위해 ‘한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발 벗고 나섰다.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한전은 전국 모든 시·군 단위에 사업소가 있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광주전남본부는 임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

를 진행했으며, 매월 직원들의 월급 일정액을 모아 조성한 기부금으

화 지원 활동은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로 전통시장에서 쌀과 과일 등을 구매해 다문화 가정(고려인 마을)

전망이다.

에 전달했다. 또 전통시장 이용 시 편의성을 높이는 접이식 핸드 카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월 17일 광주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트와 장바구니를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임낙송 본부장과 광주상인연합회 손중호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에 6억원을 지원하고,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부서-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했다.

봉사활동에 연인원 1천100여명을 투입해 침체 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본부는 본부 내 24개 부서와 말바우·양

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이다.

동시장 등 광주광역시 소재 14개 전통시장을 상호 매칭해 전통시장

아울러 전통시장 내 전력 설비 점검 등 시장 상인들의 전력사용 관

이용을 촉진하고, 부서별 협약으로 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을

련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각 부서와 전담

지속해서 펼치게 된다.

시장 간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향후 광주전남본부 28개 사업소의 93개 부서와 광주·전남권 120개

노후화된 전력 설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호남 최대규모 전통시장

전통시장에도 지원 활동을 확대해 전통시장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

인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지중화 공사를 현재 시행 중이다. 공사가

로 동참할 예정이다.

완료되면 호남권을 대표하는 현대화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

전 사업소의 ‘전통시장 기 살리기’ 동참을 통한 연간 전통시장 이용

로 기대하고 있다.

금액은 연인원 6만여명 기준 약 10억8천만원이 예상되며, 전통시장

광주 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력 설비 안정화와 지역경제의 상생 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를 추구해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온누리 상품

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으로 물품 구매하기, 장보기, 각종 부서 간담회 및 워크숍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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