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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광주신세계는 1995년 개점부터 ‘지역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기본 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양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결손가정과 차

꼽힌다.

전체 직원의 62%를 차지하는 워킹맘은 주 35시간 근무제가 가장 값

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학사업, ‘희망 배

상위 계층 대상으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이 담긴 식품 패키지 박스

지난해 연말에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희망 산

진 선물이 됐다.

달 캠페인’, 현지 바이어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를 전달한다.

타 원정대’ 발대식을 하고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신세계 희망

주 35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있었다. 정시퇴근 정

광주신세계는 지역 기업과 지역 제품 활성화, 나눔 경영, 지역 상생

2018년 1월에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국제기아대

산타 원정대’는 17회째를 맞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추운 겨울

착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PC오프제, 집중근무시간제, 회의 시

활동, 문화후원, 친환경 활동 등의 지역 친화 사업을 구체적인 사회

책기구’에 위생용품을 기부했다. 2차 성장 과정에 필요한 보호자의

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보육 시설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간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PC오프제를 통해 퇴근 시간 이후 자

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도움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실질적

전달해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동으로 컴퓨터가 꺼져 야근을 막았고, 업무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였다.

광주신세계는 ‘초록우산 어린이 장학재단’, ‘서구장학재단’ 등 장학

현지 바이어 제도를 통한 지역 산지 판로 확대와 동반성장에도 최선

주 35시간 근무제로 ‘워라밸’ 문화 선도

30분, 최대 1시간 내로 간소화했다. 집중 근무시간을 통해 최대한 업

재단과 지역 관공서에 약 1억3천만원의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을 전

을 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초기부터 현지 바이어 제도를

광주신세계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워라밸 문화를 선도하고

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업무처리 방식

달했다. 지난 24년간 지역인재 2천600여명에게 총 27억원을 후원했

통해 호남 지역의 산지와 생산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산지 직거래를

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이 우선돼야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

개선과 구조혁신을 통해 빠르게 정착됐다.

다. 장학금은 저소득층(결손 자녀), 관공서 추천 선행 및 봉사활동 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산지 직거래를 통해 15억원가량의 신선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됐다. 늘어난 여유 시간을 다양하게 활

광주신세계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

수자, 전통시장 상인 자녀 등에 전달됐다.

상품(농산·축산·수산)을 사들였고, 이는 전체 신선식품 매입액의

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 다양한 직원 복지 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지역의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교

80%를 차지한다.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완도 덕우도 활 전

직원들은 헬스,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나갈 예정이다.

육청, 서구청, 4개 복지관(금호, 쌍촌, 무진, 시영)과 ‘사랑의 S-BOX’

복’과 ‘담양 유정란’ 등이 현지 바이어를 통해 발굴한 대표 품목으로

영어 회화나 제2외국어 수업을 듣는 등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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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구두 보고나 메모 보고를 활성화했다. 회의 시간은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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