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ECIAL
현대백화점그룹 사회책임경영백서 2021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2021

Group Way

현대백화점그룹은
ESG 경영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활동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기업 철학을 기반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여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본 [사회책임경영백서 2021] 책자는 디자인,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디자인 시 별색, 코팅 공정을 지양했습니다.
또 100% FSC® 재생 펄프로 제작하고 인쇄 공정 시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유해 성분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윤리경영과 정도경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바른 가치 위에
다양한 친환경 경영 실천, 전 방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희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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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함께 가는 미래,
현대백화점그룹이
만들어갑니다

2006년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회공헌활동은
작지만 우리사회의 따뜻한 한줄기 빛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또한 일하기 좋은 기업, 직원을 배려하는 기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윤리적 신념을 잃지 않는 정도경영과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달려온 현대백화점그룹과 임직원들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점그룹은 고객과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정도를 걷는 기업, 상생하는 기업, 어려운 이웃에게 빛이 되는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회사의 방침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준 전 계열사의 임직원,
순수한 열정과 베푸는 마음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신 고객님들, 그리고 현대백화점그룹의
사회공헌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관공서와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현대백화점그룹은 50년이 넘는 성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목표로 유통사업과 식품, 패션, 리빙, 렌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2B, 뷰티, 헬스케어, IT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매출 23조 원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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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공식 인증,
<MOKA 움직이는 미술관> 예술을 지원하다!

02-1. 현대백화점

업계 최초 정부 포상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품에 안다!

02-2. 현대IT&E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수여받다!

03. 현대홈쇼핑

당신이 챔피언~ ‘히든챔피언 스케일업’
중소기업 대상 신규 입점을 지원하다!

04. 현대L&C

금강유역 환경청 주관 녹색기업 '1사 1숲 가꾸기' 참여를 통해
관내 토지에 식목 행사를 진행하다!

05. 한섬

재고 업사이클링으로 생산된 신소재 패널, 피팅룸 내부 마감재로 변신하다!

06. 현대렌탈케어

제품, 필터 포장재를 비닐에서 종이로~
친환경 포장재 도입으로 환경을 생각하다!

현대백화점그룹

Group
Value
새로운 내일을 향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세우다

07. 현대에버다임

연비 10% 절감효과의 드릴장비 개발로 탄소배출 저감에 앞장서다!

08. 현대리바트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중소기업 판로지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몰을 오픈하다!

09. 현대바이오랜드

화장품 생산공장 폐유기용제 재이용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환경사랑에 나서다!

10. 현대퓨처넷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상생을 꿈꾸다!

11. 현대이지웰

금요일 아침방송으로 활기찬 분위기 UP~
<라디오 패셔니스타>의 칭찬문화를 전파하다!

성장사 및 연혁 10
계열사 소개 12
해외사업소 16

미션 & 비전 18

ESG 경영 전략 20

12. 현대드림투어

2021 경영 성과 22

13.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26

관광약자 대상 여행 스타트업과 투자, 협업
관광약자의 여행에 즐거움을 더하다!
코로나19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 응급구호물품을 지원하다!

14. 현대그린푸드

성남시 독거노인 건강식 지원, 그리팅 저당식단으로 건강을 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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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성장사 및 연혁

현대백화점그룹은 1971년 금강개발산업㈜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21년 말 매출 약 23조 원 규모의 건실한 그룹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룹사 각 분야의 성장과 함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사업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03
CHALLENGE

05
TODAY

유통사업 전문화와 다각화
2001~2009

1971 금강개발산업㈜ 설립
1974 정몽근 대표이사

사장 취임

1977 울산영업소,

현대쇼핑센터 개설

(現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1979 서울 압구정동

금강쇼핑센터 개설

02
GROWTH

현대백화점 탄생과 성장
1985~2000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2016~2021

1985 현대백화점

2001 현대홈쇼핑 설립

2010 ㈜현대그린푸드 출범

1987 정몽근 회장 취임

2002 현대백화점 목동점 개점

2011 현대백화점 대구점 개점

1995 현대백화점 부산점 개점

2003 현대백화점 중동점 개점

압구정본점 개관

현대백화점 미아점 개점

1988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개점

정지선 부회장 취임(그룹총괄)

1998 현대백화점 울산점, 신촌점 개점

2006 현대드림투어 법인 신설

1999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

사회복지재단 설립

2000 ㈜현대백화점 사명 변경

2007 정지선 회장 취임

2009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1호점 개점

01
BEGINNING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개점

2012 리바트 인수

한섬 인수

현대백화점 충청점 개점

2014 시티아울렛 가산점 개점

2015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개점

현대렌탈케어 설립

현대백화점 디큐브점 개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점
에버다임 인수

창업과 유통사업의 개척
1971~1984

2016 더현대닷컴 오픈

시티아울렛 동대문점 개점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오픈

2017 SK네트웍스 패션부문 인수

시티몰 가든파이브점 개점

2018 현대IT&E 법인 신설

시티아울렛 대구점 개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개점
한화L&C 인수

2020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개점

㈜SK바이오랜드 인수

프리미엄아울렛 SPACE1 개점

2021 이지웰 인수

더현대서울 개점

04
CHANGE

종합생활문화 그룹으로 도약
2010~2015
현대백화점그룹

10

성장사 및 연혁

11

현대백화점그룹

현대그린푸드

Hyundai Green Food

현대백화점그룹은 1971년 이후,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식품기업

을 풍요롭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의·식·주

현대그린푸드는 1973년 이래 50여 년 동안 식품산업에서 많은 경험과 인프라를
쌓아온 종합식품기업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구매 역량을 바탕으로 급식, 식자재 유통(B2B), 리테일, 외식(B2C)
등 다양한 식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AE, 쿠웨이트, 멕시코, 중국 등
해외급식 진출과 농수산물 수출은 물론 건강 특화 레시피 개발, 프리미엄 식자재
발굴 등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 소비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생활문화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의 경쟁력과

시너지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을 목표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품 브랜드 GREATING, 산들내음, H PLATE, 요리앤좋을재, h'_Kids

리테일 브랜드 산지스토리관, Nmarket, dallmayr, vergnano, Hmart

외식 브랜드 h'_50, h'_315, h'_450, h'_541, h'_123, VEZZLY, h'_garden,

h'_Oven, h'_Kitchen, 한솔냉면, 본가스시, 돌장각, JOE&THE JUICE, EATALY
TEXAS ROADHOUSE

현대백화점

Hyundai Department Store

백화점 & 아울렛 각 16개 & 8개 점포 운영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상품 구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현대화된 복합문화
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이웃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점은 고객의 쇼핑 편의는 물론 앞선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함으로써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전국에 백화점 16개 점과 아울렛 8개 점을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전국 각
지역에 신규 점포를 출점해나갈 계획입니다.
백화점 16개 점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천호점 / 신촌점 / 미아점 / 목동점 / 중동점 / 킨텍스점
부산점 / 대구점 / 울산점 / 울산동구점 / 충청점 / 디큐브시티점(신도림) / 판교점
더현대서울

아울렛 8개 점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현대홈쇼핑

트렌드를 이끄는 글로벌 패션기업

한섬은 타임, 마인 등 국내 최정상 패션기업으로서 해외 럭셔리 브랜드,
편집숍과 뷰티 등 전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 SK네트웍스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패션 리딩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섬라이프앤 설립으로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전개하여 상품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섬 브랜드 TIME, MINE, LANVIN COLLECTION, OBZEE, the CASHMERE,

LÄTT, SYSTEM, SJSJ, O'2nd, SJYP, TIME HOMME, SYSTEM HOMME,

DÉCKE, ROUGE&LOUNGE, MUE, TOM GREYHOUND,FOURM, LANVIN,
BALLY, ROCHAS, 3.1 PHILLIP LIM, CLUB MONACO, DKNY,

CK CALVIN KLEIN, TOMMY HILFIGER, TOMMY JEANS, OERA

Hyundai Home Shopping

현대리바트
Hyundai Livart

업계 최초 HD시스템 구축

현대홈쇼핑은 유통의 명가 현대백화점그룹의 전통과 서비스 정신을 이어받은
종합 온라인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홈쇼핑은 2001년 5월 설립되어
현재 TV홈쇼핑, 데이터쇼핑(T커머스), 종합인터넷쇼핑몰(현대Hmal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보험 상품을 선보여 무형상품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프리미엄 배송 등을 통해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HD 방송시스템이 구축된 홈쇼핑 전용 사옥
‘디지털플렉스’를 건립하여 고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방송을 선보이고
있으며, 2020년 8월에는 디퍼런트밀리언즈㈜에 지분투자하여 뷰티
브랜드 사업 진출 및 뷰티 플랫폼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홈쇼핑은
방송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입니다.

Life is Living Art, 사람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공간을 제안하는 기업

현대리바트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더 나은 공간을 제안하는 토탈인테리어 기업
입니다. 친환경, 디자인, 품질 3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생활가구, 주방가구,
생활소품, 오피스가구, 빌트인가구, 선박가구를 비롯하여 기업 판촉물, 원부자재
등 고객사 업종에 특화된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여 고객사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가치> <차별화>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에
가구, 생활소품, 인테리어, 건자재 유통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의 ‘토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가치를 높입니다.
국내 브랜드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키즈, 현대리바트 키친, 현대리바트 바스,

현대리바트 오피스, 현대리바트 하움, 현대리바트 빌트인, 현대리바트 마린, H.MONDO

수입 브랜드 WILLIAMS SONOMA, west elm, POTTERYBARN, pottery barn kids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현대백화점그룹

한섬

Handsome

GIORGETTI, ARAN CU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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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퓨처넷

Hyundai Futurenet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문화·건강 ICT 기업

현대퓨처넷은 AI,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ICT 산업의 최전방에서 고객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송(SO)·통신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후, 2021년 9월 매각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현대퓨처넷은 실감형 콘텐츠 전시사업 ‘아르떼뮤지엄
(ARTE MUSEUM)’을 시작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및 교육 산업을 포함한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퓨처넷은 차별화된 생활·문화·건강 IC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상 속 세상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선도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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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렌탈케어

Hyundai Rental Care

생활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토탈 홈케어 렌탈기업

해마다 성장하는 렌탈시장 속에서, 현대렌탈케어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2015년 4월 새롭게 출범
하였습니다. 고객과의 만남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삶
전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에 합리
적인 렌탈 케어 서비스를 더해 고객님께 이상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환경가전을 렌탈해주는 「현대큐밍」 렌탈
서비스와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까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혁신
적인 도전은 현대렌탈케어가 만들어 갈 역사입니다.

현대에버다임
Hyundai Everdigm

미래를 건설하는 글로벌 기업

현대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크레인, 발전기, 소방차, 천공기,
어태치먼트, 락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건설, 자원, 재난 관련
종합 사업분야에 대응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건설기계 전문기업입니다.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콘크리트 펌프를 비롯하여 광산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탐사 드릴 등 도시개발과 사회기반 공사 현장에서
최고의 품질력을 인정받는 현대에버다임 건설기계는 건설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몽골 등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전 세계 130여 개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설, 광산, 구조, 재난 현장에서의 고객 맞춤형 설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드림투어

현대L&C

Hyundai Dream Tour

Hyundai L&C

상용여행업의 노하우 축적으로 최상의 고객감동 실현

LIVING & CULTURE

현대드림투어는 최상의 고객 만족을 기본 이념으로 국내외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출장 및 여행 관련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여행
전문기업입니다. 특히 현대그룹사, 정부기관, 공사를 비롯하여 일반 기업체,
단체에 이르기까지 여행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국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해외‧국내 주문여행, 외국인 초청
국내행사, 학생 대상의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종 연수 및 산업체 방문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대L&C는 고객의 새로운 삶과 공간의 완성을 위해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
건축자재부터 프리미엄 건축자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프리미엄 인테리어 스톤, 트렌디한
인테리어 필름과 벽지, 친환경 바닥재, 에너지 세이빙 창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 본사와 전시장, 세종시 2개 사업장과 테크센터, 지사,
직영유통점 11개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캐나다 생산공장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바이오랜드

Hyundai Department Store Duty Free

Hyundai Bioland

내 여행 최고의 목적지, 현대백화점면세점

R&D기반의 「뷰티 &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기업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객의 즐거운 여정에 더 큰 쇼핑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고객에게 낯선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쇼핑을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여행 중 잠시 들르는 경유지가 아닌, 여행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럭셔리 트렌드와 한류의 중심지인 강남에서
만나는 1호점 무역센터점에 이어 국내 최대 관광 쇼핑 타운에 위치한 2호점
동대문점,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글로벌 면세점의 상징인
3호점 인천공항점에서 언제나 쇼핑과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국내 천연소재 1위 기업 현대바이오랜드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자원에
과학기술을 더하여 사람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현대바이오랜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연구/생산하는 ‘뷰티 &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천연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ISO, GMP, HACCP
인증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사업 확장을 위해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R&D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뷰티 & 바이오 헬스케어
리딩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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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IT&E
Hyundai IT&E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IT 전문기업

현대IT&E는 현대백화점그룹 내의 유통, 미디어, 식품, 제조, 여행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월등한 IT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각 산업에 특화된 통찰력으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지속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IT트렌드를
연구하여 미래 신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분야에 미래
신기술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미래
ICT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대이지웰
Hyundai Ezwel

선택적 복지 시장의 마켓 리더, 현대이지웰

현대이지웰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현대이지웰 복지몰’
이라는 B2B 폐쇄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업 복지 서비스 및 상품·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취업지원 및 근속지원 등 정부의 공공복지
제도 운영을 위한 공공복지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이지웰은
선택적 복지 시장의 Market Leader로서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와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고의 토탈 복지 솔루션 제공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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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해외사업소

현대백화점그룹은 글로벌 시대의 앞선 경쟁력을 위한 진취적인 해외 진출로 대한민국을

넘어 프랑스 파리, 미국, 캐나다, 중국, 두바이, 태국,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
에서 그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현대L&C

현대홈쇼핑

한섬

현대에버다임

UAE지사 / 쿠웨이트지사 / 중국법인(북경, 산동)
멕시코법인 등 영업장

캐나다법인 / 중국법인(상해, 심천) / 베트남법인
카타르지사 / 인도네시아법인

태국(JKN Hi쇼핑)

파리법인(Tom Greyhound 매장) / 상해법인

미국법인 / 캐나다법인 / 독일법인 / 중국법인
인도법인

몽골법인 / 중국법인(상해) / 미국법인

현대그린푸드 중국 영업장

EUROPE

AMERICA

CENTRAL
ASIA

한섬 파리법인

Mongolia

- 현대에버다임

Germany

France

- 한섬

현대L&C 캐나다법인

- 현대L&C

AFRICA/
MIDDLE EAST

China

- 현대리바트
- 현대그린푸드
- 현대L&C
- 한섬
- 현대에버다임

Kuwait

- 현대그린푸드

UAE

- 현대그린푸드

India

- 현대L&C

Canada

- 현대리바트
- 현대L&C

United States of America

- 현대L&C
- 현대에버다임

현대에버다임 중국법인

Mexico

- 현대그린푸드

Thailand

- 현대홈쇼핑

현대에버다임 미국법인

VietNam

- 현대리바트

ASIA / PACIFIC

Qatar

- 현대리바트

Indonesia

-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UAE 영업장
현대그린푸드 멕시코 영업장

현대백화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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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미션 & 비전

MISSION

미션은 그룹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룹의 궁극적인 목적

입니다. 비전은 그룹이 나아갈 방향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 체계도

고객은 물론 기업 구성원들까지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여를 약속함으로써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 -

현대백화점그룹은 고객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회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회사, 국내 기업 중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가 되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해나갈 것입니다.

WHY?

WHAT?

고객의 행복

풍요로운 미래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경제적,

동반성장과 행복 추구

사회적, 문화적 기여 약속

VISION

비전목표
2030

리빙, B2B 사업 등 분야별 고객 신뢰도 1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목표 시장

- 유통, 미디어, 종합식품,
패션, 리빙, B2B 등
- 미래 신성장 사업

고객

고객, 구성원, 협력사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전략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기업문화
전략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2020
2030

- 제일 먼저 생각나는 회사
- 현대백화점그룹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념

경상이익

2020

18

미션 & 비전

고객의
생활가치를
높이는 회사

( 사업 목표상 )

미래의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회사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회사

( 사업 방향성 )

고객의 생활과 함께 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

With your Life, Better your Life
계열사별 성장 전략 그룹 사업다각화 전략

열정

소통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도전이
원활한 문화

( 실천 가치 )

창의

파트너십

안전

VISION 2030 TROPHY

친환경

대규모 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매출

신뢰

사업을 통해
지향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 VISION )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

2030년 현대백화점그룹의 전략적인 목표는 매출 40조 원, 경상이익 2조 원 규모의

2030

현대백화점그룹

사업
목표상

HOW?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그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 미디어, 종합식품, 패션,

-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 -

미션 비전

( MISSION )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

우리 그룹은
왜 존재하는가?

8

CAGR

%

12%

CAGR

(단위: 조 원)

19

40
(단위: 조 원)

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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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ESG 활동을

추진 방향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01. E(Environmental) :

02. S(Social) :

03. G(Governance) :

미래 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구축

( 환경 )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전반의 친환경 가치 창출
(친환경 상품/ 서비스 개발)

( 사회 )

단순 기부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개발, 추진

( 지배구조 )

주주 친화 정책 추진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도 제고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

사회공헌, 친환경,
준법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 강화

사회적
가치

선순환 체계

기업
성장

이익추구,
지속성장 등

E
01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재투자

환경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 활동 확대

S
02

사회

G
03

지배구조

ESG 협의체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현대백화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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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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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2021 경영 성과

현대백화점그룹은 VISION2030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군인 유통, 미디어, 종합식품, B2B, 패션, 리빙, 뷰티 부
문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신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향후에도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 ·
추가하여 VISION2030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사업 성과

미래성장
전략

현대백화점그룹은 2021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룹 매출 23조 3,642억 원,

경상이익 7,602억 원, 고용 4,315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유통산업 발전과 꾸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입니다. (매출‧이익은 내부 관리 기준임)

그룹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출점 확대와 신규출자 및 M&A를 통한 신사업 진출로 그룹의 지속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구분

(단위: 억 원)

사업 영역
확대
● 유통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백화점면세점
● 식품
현대그린푸드
● 패션
한섬

● 리빙
현대리바트 / 현대L&C

● 기타
	현대퓨처넷 / 현대드림투어
현대IT&E / 현대렌탈케어
현대에버다임 / 현대바이오랜드
현대이지웰

현대백화점그룹

매출

4,315

3,697

4,691
(단위: 억 원)

7,602

경상이익

(단위: 명)

고용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51년간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미디어, 식품, B2B, 여행, 패션, 뷰티,

리빙, 건설장비 사업으로 확장하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 기업에서 ‘종합 생활 문화

기타

9%

유통

81%

식품

10%
2010년 매출

7조 8,000억 원

백화점(58%)
홈쇼핑(23%)

패션

6%
리빙

10%
식품

8%

5%

2021년 매출

23조

신규 플랫폼 발굴, 온라인 사이트 리뉴얼

한섬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전개, 상품 다양성 확보

현대L&C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및 사업역량 강화

토탈 인테리어 확대

제조역량 확보, 상품/서비스 다양화 추진

현대바이오랜드

R&D 역량 고도화 및 기능성 소재 경쟁력 강화

현대에버다임

생산기술 내재화, 원가 경쟁력 확보

현대퓨처넷

디지털사이니지 역량 강화, ICT 관련 신규 사업 확장

현대IT&E

시스템/인프라 운영 사업 강화, 클라우드 등 신규 사업 확장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각 사별 사업 역량을 활용한 ESG 경영활동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ESG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9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에서
그룹 내 상장사 모두 통합 A등급을 획득하는 우수한 평가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매출은 내부 관리 기준임
기타

케어푸드 (구독형 건강식단 제조 / 판매 사업)

앞으로도 현대백화점그룹은 E(환경), S(사회), G(지배 구조) 각 부문별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현대그린푸드

선택적 복지 솔루션 진출, 온라인 사업 진출

IT

ESG 경영
(평가)

상품 차별화, 금융GA 및 브랜드사업(V커머스 등) 활성화,
신규 전문몰 확대

현대드림투어, 현대이지웰

뷰티, 헬스케어
2017 2018 2019 2020 2021

현대홈쇼핑

현대렌탈케어

렌탈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 출점, 이커머스 전문화, 상품 차별화 추진

현대리바트

리빙

6,662

7,989

3,148

8,973

8,366

패션

B2B

2017 2018 2019 2020 2021

주요 전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식품

3,737

233,642

유통

189,690

183,821

174,288

157,575

현대백화점그룹은 비전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현대백화점그룹 ESG 평가 현황(3개년)]

2021년 평가 결과, 그룹 내 평가대상 7개 상장계열사 전체 통합 등급 ‘A’ 획득

유통

71%

구분

백화점(42%)
홈쇼핑(17%)
면세점 (12%)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2021 경영 성과

A

A

A
B

현대리바트

A

현대에버다임

B+

현대바이오랜드

22

2019

B

통합 등급

환경

사회

※ 평가기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A

A

B

A

A

A

A

A+

A

A

A

A

A

A

B

B+

B+

A

D

B+

A

C

C

A

A

A

A

B+

B

B

B

B

B+

A

A
A

A

A

B+

A+
A
A

A
B

B+

A

A
A

A

A

A

A+

A+

A

A

지배 구조
2020

2021

A

A

A

A

A

A

A+

B+

A

A

A

B+

B+

A

A+
A+

A

B+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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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2021 사회공헌 추진성과

그룹 계열사와 사회복지재단이 708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1.84 %

708

연 평균(5개년)
영업이익 대비
기부율

172억

2017

19억

191억

현대백화점그룹

학습 지원

재능육성

건강 지원

104억

20억

124억

의료 지원

1.7%

114억

19억

133억

118억

18억

136억

사업내용

결연아동 생계 지원
결연공부방 후원

순직 경찰관 자녀 학자금 지원

순직 소방관 자녀 학자금 지원

수혜(2021)

금액(2021)

협력

25개소

0.9억

-

60명

2억

456명

336명

5.7억
5억

경찰청
-

협력사 자녀 학자금 지원(열정장학금)

167명

1.9억

소아암 환아 지원

50명

1.5억

체육(육상) 분야 유망주 지원

40명

2억

음악(실용음악) 분야 재능 육성 지원

40명

0.5억

275명

1억

방학중 학습 지원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음악(클래식) 분야 재능 육성 지원

방학중 식사 지원

친환경 보조기기 지원

난치병 환아, 청각장애 아동 수술 지원
소아암 환아 지원

70명

60명

40명
500명
9명

50명

-

소방청

4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억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암재활협회
교육부

1.5억

하트하트재단

3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0.7억

사랑의달팽이

1.5억

러브 FNC

아름다운재단

한국암재활협회

106억

18억

2021

재단

생계 지원

자립 지원

1.7%

2019

영업이익대비
계열사

억원

2.1%
1.6%

구분

학자금 지원

기부금
총액
(5개년)

2.1%

2018

최근 5년간
그룹 기부액

그룹 주요 사회공헌
사업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의 1% 이상을 꾸준히 기부하여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0

사회공헌
확대

1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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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

현대백화점그룹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006년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협력 체계도

재단 고유목적
사업영역

정몽근 명예회장과 정지선 회장, 그리고 계열사에서 출연한 124억 원의 기본 재산으로

설립되었으며,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동 복지사업

미취학 아동부터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생
계 지원, 복지시설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아동복
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저소득층 후원사업,
봉사활동 등의 분야에서
사업 협력

현대백화점그룹

복지기관에 대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

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최근 들어 이혼, 별거, 배우자 사별 등의 이유

로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

재단 설립 및
사업비 후원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이러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구김살 없이 성

복지사업 협력

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
도록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실적
① 현대백화점
② 현대홈쇼핑

③ 현대그린푸드
④ 한섬

⑤ 현대리바트

⑥ 현대퓨처넷

⑦ 현대렌탈케어
⑧ 현대드림투어
➈ 현대에버다임

⑩ 현대백화점면세점

⑬ 현대바이오랜드

아동 복지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⑭ 현대이지웰

장애인 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타

(단위 : 천 원)

현대백화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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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신체적인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
견을 동시에 이겨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보

다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외

된 계층의 장애인들에게 생계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장
애인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타 봉사활동 지원사업

이외에도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

회의 빈곤, 장애, 외로움, 질병을 극복하고, 풍

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
지하고자 각종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적극적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사업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일차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동
시에 장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연계된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아동복지부문을 핵심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⑪ 현대L&C

⑫ 현대IT&E

▪ 장애인 복지사업

2019년

2020년

350,496
545,368
153,722
381,700

258,395
576,985
210,861
375,900
2,661,807

Total

4,101,229

2021년
172,590
668,000
220,831
378,000
2,396,006

Total

3,818,147

2,508,056
Total

3,9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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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2021 수입, 지출 내역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 다양한 분야에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총 수입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고객 개인 기부금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사랑나눔
재단 기본재산 등
운영 수입
그룹 계열사 기부금

42,880,000원
640,569,020원
287,802,096원

장애인 복지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아동복지 사업

현대백화점그룹

결연아동 및 공부방 정기 후원
난치병환아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경찰, 소방 등)
재능육성 및 자립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방학중 학습, 식사 지원)

3,706,205,210 원

기타 아동복지사업(협력사 자녀 열정장학금)
소계

2,734,954,094 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아동 생계지원

순직공무원 자녀 학자금(대학생)
소계

장애아동 생계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단위 : 원)

봉사활동 지원 &
기타

내역

공부방 문화강좌 후원

아동복지사업

총 지출
운영비

구분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소계

16,950,850원

지역 복지기관 후원

155,639,566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220,831,331원
378,000,000원

청각장애 어린이 의료지원

순직공무원 가정 생계비 지원
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소계

파랑새 봉사 활동

3,947,477,797원

봉사활동 지원사업

668,000,000원

사회책임경영백서 제작
기타 봉사활동 지원
소계

운영비

2,508,056,050원

회계감사 수수료 등
임대료
소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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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2021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단위 : 원)

358,722,000
36,163,700
3,160,400
481,046,200
743,490,000
700,000,000
185,473,750
2,508,056,050
292,000,000
86,000,000
378,000,000
49,000,000
71,831,331
100,000,000
220,831,331
435,000,000
133,000,000
100,000,000
668,000,000
130,654,166
24,435,400
550,000
155,639,566
10,430,050
6,520,800
16,950,850
3,947,47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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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지속 가능한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다

사회공헌 32

상생경영 46

사회
공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을 비롯하여 한국백혈병소아
암협회 기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원,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희망을 전하다

Hope
Sharing

현대백화점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특별한 어린이날을 위해 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에 5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후원금을 통해 협회에서는 전국
의 소아암 어린이 약 600여 명에게 ‘5월 행복한 우리’ 선물 상자를 전달하
였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이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 긍정적 동기부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의 비대면 전시 키트 후원과 장난감 선물 세트 1천 개를 추가적으로
후원하여 소아암 아동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전국의 소아암 어린이

5천만 원 기부

600여 명 선물 상자 전달

H.Point로 쌓은 포인트,
다양한 후원으로 선순환하다

청각장애아동
'사랑의 달팽이' 지원으로 소리를 되찾다

따뜻한 희망과 나눔의 손길로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의 길을 펼치다

현대백화점은 2012년부터 꾸준히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를 통해 청각장
애아동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0년 간,
총 15억 9천만 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지 못하는
184명 아이들에게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리
를 찾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술비·재활 치료비 지
원과 함께 인식 개선 CSR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작은 나눔의 손길이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따뜻한 희망의 온도를 나누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청각장애 아동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그룹 통합멤버십 H.Point를 통해 고객이 쌓은 포인트를 활용
하여 앱을 통해 장애 아동 지원ㆍ유기견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
여하였고, 매칭그랜트로 후원에 동참하였습니다.
2020년에 H.Point 앱을 통해 처음 시작한 포인트기부는 2021년에는 고객
3만여 명 이상 참여하였고, ‘천 만의 행복’ 이벤트ㆍ매칭그랜트 금액까지
합쳐 약 1억 6천만 원 금액이 조성되어 각 결연 기관에 기부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봉사활동에 끝은 없다

현대백화점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각 점포별로 결연기
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슈로 노력봉사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대면을 최소화하는 ‘물품 후원’을 통해 뜻을 이어
갔습니다. 점포별로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
통을 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만들기 체험, 교
재 구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5억 9천만 원 지원

184명 인공 달팽이관 수술
33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문화홀과 갤러리H,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백화점 업계 최초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
으로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문화홀, 갤러리H로
앞선 문화를 선도하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 선정으로 자부심을 높이다

고객에게 새롭고 앞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1985년 압구정본점에서 ‘현대
예술극장’을 오픈, 업계 최초 문화홀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개 점포에서
문화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전시 콘텐츠 진행으로 월 평균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
습니다. 이외에 2021년 판교점 아트뮤지엄·미디어아트전, 무역센터점 아트
페어·키넥트아트 풍화, 킨텍스점과 더현대서울 아트컬렉션, 대구점 앤디워
홀 특별전 등 지속적으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
니다. 또한 ART 전시 공간인 갤러리 H를 7개점에서 운영, 국내외 유명작가
와 신진작가 전시를 70여 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백화
점은 환경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부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전 지표
에서 진단 수준 레벨 4(확산)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각장애 아
동지원, 지역 아동센터 교육 후원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흰디 아트 에디션의 힘

3년 연속 메세나지원 기업순위
2위의 영광을 이어가다

현대백화점그룹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는
쭈욱~ 계속된다

2021년 36회를 맞은 ‘현대백화점그룹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는 환경
부와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함께 후원하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가
족 중심 문화 행사입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주제를 선정
하고 어린이들의 잠재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미
술 축제입니다. 2021년에는 ‘내가 꿈꾸는 세상(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없
는 더 행복한 우리 지구)’라는 주제로 전국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
하였으며, 주요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현대백화점
그룹 창사 50주년을 기념하고자 진행한 ‘WINDOW 50 프로젝트’를 통
해 아트북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WINDOW 50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
나고 싶은 세상이 창문 너머로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호기심
을 바탕으로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을 체험요소와 함께 엮어낸 아트북입
니다. 아트북은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10개 이상 도서관에 증 되었으며,
영상 전시의 조회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5천만 원의
기부금은 에너지 빈곤 가정에
전달되어 어린이들이 꿈꾸는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메세나 결연활동으로 ‘제10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1’
전시 후원을 하였습니다. 1,000명의 고객 전시 초대 외에도 향후 백화점에
국내 최고 수준의 조각 전시를 할 수 있는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그랜드 오픈한 더현대서울 복합문화공간 ALT.1에서 팝아트의
아이콘 앤디 워홀 ‘ANDY WARHOL : BEGINNING SEOUL’ 전시와 오감
을 통해 마치 음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입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머
시브 전시 ‘비욘더로드(Beyond the Road)’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 20여
만 명의 고객들이 세계적인 작품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현대백화점은 2021년에도 3년 연속 메세나지원 기업순위 2위
에 선정되었습니다.

언택트 뮤지엄으로 문화를 소통하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부터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해 여름 방학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와 협업해, 사랑의 달팽이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지원하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36곳의 아동 등 총 1,200여 명에게 비대면 미술 놀이 교육
키트인 MOKA 전시 익스플로어 키트와 그림책을 전달하였습니다.
MOKA 전시 익스플로어 키트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진행하였던 《#
보따리바캉스》 전시와 연계하여 모바일 환경으로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
록 그리기, 만들기 재료가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아동 대상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소외 계층 아동

유기견 건강돌봄 'Heart for Dog'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다

현대백화점은 2019년부터 유기견 건강돌봄 프로그램 ‘Heart for Do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연기관인 동물보호단체 KARA와 지속적으로 협력
해,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
습니다. 유기견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과 심장사상충 약 지원을 비롯하여,
임직원 대상 친환경 캠페인으로 수거된 헌 옷을 강아지용 장난감 200개로
업사이클해 선물하였으며, 고객 참여 친환경 플로깅 접수비 1천만 원을 유
기견 건강을 위해 기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기견
사회화 적응에 필요한 ‘동물보호센터 내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토대로, 유기견이 건강하게 적응하고 입양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200여 명

업사이클 강아지용 장난감

MOKA 전시 익스플로어 키트와 그림책을 전달

사회공헌

현대백화점은 유기견 건강지원 프로그램 ‘Heart for Dog’ 캠페인의 일환
으로, 흰디 인형과 반려견용 노즈워크ㆍ삑삑이 장난감 구성인 ‘흰디 하트 에
디션’ 굿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현대백화점 16개 전점 및 더현대닷컴에서
판매되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유기견 보호센터 ‘KARA 더봄센터’ 환경
개선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 후원으로 파주에 위치한 더봄센
터에 ‘놀이터 유도로’가 설치되어, 유기견들이 입양 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
고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개 전달

고객 참여 친환경 플로깅 접수비 천만 원 유기견 건강을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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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문화소외지역 어린이 및 특수
학교 학생들에게 예술 체험 및 감상, 창작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

괜찮아요, MOKA 움직이는 미술관
온라인이 있으니까요~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전국의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 2021년에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코로
나19로 활기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해 MOKA는 일상에서도 문화
예술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화하였
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지원은 물론
장애가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지원금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옛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한 그림책 작가 11명의 《#보따리바캉스》
온라인 전시를 바탕으로 E-BOOK과 활동지로 구성한 온라인 키트
를 만들어 충청도, 경상남도 등 72학급, 1,680명의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배포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아동복지시설 공기질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면
역체계가 발달되지 않았고, 호흡량이 3~5배 많아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실내 쾌적
한 공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서울 소재 아동 관련 시
설 129곳에 총 350대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VR 전시와 함께 작품과 연계한 음악, 무용 등의 공연 실황을 감상
하고 작가 인터뷰 영상과 작가의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 아트 등을 선보여 아이들이 신나게 온라인 전시를 즐겼
습니다. 작품과 연계한 활동지와 참여형 인터랙티브 아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림 이야기 릴레이>는 어린이들의
창작 결과물이 36,000개에 이를 정도로 열띤 참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에게 힐링박스를 전하다

현대홈쇼핑은 강동구 지역 코로나19 방역 의료진을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강동지역 선별진료소인 강동
성심병원·강동경희대병원·중앙보훈병원·강동구보건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570명에게 핸드케어 세트, 영양제
등 필요 물품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 MOKA 움직이는 미술관은 지리적,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리터러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전시 작가의
그림책 세트와 <MOKA와의 세계여행> 교육 활동지 등도 선물하며
유익한 시간을 선사하였습니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MOKA 움직이는 미술관의 다음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특수아동, 청소년에게 신나는 창작활동의 경험을!
<Little Artists! : Online>

평소 학교 밖 외부 활동이 어려운 특수학교 어린이들. 현대어린이책
미술관 MOKA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전국의 특수학교
5곳, 348명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시그니처 예술교육, <Little Artists! : Online>을 선사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전국구의 특수학
교로 범위를 넓히고, 연령과 장애 범위도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 교육
을 운영하였습니다. 국내외 예술가를 영상으로 만나며 Artist KIT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Little Artists! : Online> 교육은 ‘예술
이 된 패브릭’을 주제로 재미있는 창작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만난 마리아 에즈쿠라 작가의 ‘늘어나는 모빌’과
파비안 마츠 작가의 ‘부드러운 조각’ 프로그램은 오감의 경험을 풍족
하게 해주는 재미있는 탐색재료와 다양한 색과 질감의 패브릭으로
학생들이 예술을 놀이처럼 신나게 즐기며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교실에 전시하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특수학교 학생들
과 깊이 있고 알찬 예술 교육을 통해 신선한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선생님들 모두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MOKA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작가와 함께, 즐거운 미술을 만날 시간입니다
<Meet the Artist>

두드림투게더로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예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비대면 형식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MOKA Meet the Artist>는 633명의 어린이들
에게 미술관의 디지털 소장 작품인 ‘MOKA Artist Video Project’
영상과 작가의 대표 그램책, 활동지, 미술재료 키트를 무료로 제공
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 ‘두드림투게더’는 삶의 목표가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장애 가
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장애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1:1로 멘토링, 장학금, 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억 5천
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2014년부터 총 370여 명의 장애 가정 청
소년에게 약 1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MOKA Meet the Artist> 시리즈의 첫 작가로 2021년 진행
된 전시 《#보따리바캉스》에 참여한 서현 작가를 선정해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고아원,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21년 총 억

1 5천만 원

8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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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사회취약 계층의 여성청소년과 육아맘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휠체어 농구대회 지원 등 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으로
문화 콘텐츠 강국을 응원하다

다양한 연구지원으로
방송학계의 발전을 희망하다

현대홈쇼핑은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국내외 다큐멘터리 작
품의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간 다큐
멘터리 산업과 영상제작자들을 위해 총 66편의 작품에 약 42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방송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송관련 학술 활동과 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억 3천만 원을 방송관련 학회
에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운영, 신진학자 연구 지원금으로 사용되며,
신진학자는 1인당 최대 4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2021년에는 EBS와 함께 제18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기간 중 우수다큐 제
작지원 공모전 ‘H!-Docs Pitch’를 진행해 7편의 작품을 선정, 작품당 최대
3천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정된 7편의 작품은 2022년 제
19회 EBS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현대홈쇼핑이 제작지원한 작품 ‘14인의 사범들’이 2021년
완성되어, EBS 방송 송출 및 극장 상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홈쇼핑은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총

2억 원 지원(2020년 12월 집행)

12년간

H!-캠페인
현대홈쇼핑은 주고객인 여성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연령대
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생애주기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H!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억 원 이상 지원

여성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언니의 선물'

현대홈쇼핑은 대한적십자사에 여성 청소년을 위해 1억 원을 기
부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700명에게 6개월 사용량
의 생리대와 속옷·파우치 등으로 구성된 위생키트(1인 2개씩)
를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수도권 소재 중·
고등학교 18곳에 생리대 무료지급기 20개도 설치했습니다.

휠체어 농구대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앞장서다

현대홈쇼핑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
니다. 2021년에도 ‘휠체어 농구대회’를 후원하여, 스포츠 저변확대에 앞장
섰습니다. 2021년 2천만 원을 지원해, 2010년부터 총 12년간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총
12년간 총

사회공헌

H!-mom, 육아용품으로 용기를 전하다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에 일조하고, 저소득층 여성에게 건
강한 출산 및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육아맘 370
명에게 1억 원 상당의 유모차 370대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현대홈쇼핑 고객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애착인형
을 만들어 유모차와 함께 전달하여 진정성을 더하였습니다.

2천만 원 지원

2억 4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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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한섬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식품 빈곤 가정의 식료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파운데이션 기부로 취약계층 여성지원에 나서다

한섬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브랜드 LÄTT의 디자인 역
량을 활용하여 시즌 제품(티셔츠, 청바지)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전액을 지
파운데이션에 기부하였습니다. LÄTT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2021 SS 래
트하트 스타일(티셔츠, 청바지) 캠페인 아이템을 판매하여, 판매액 전액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기부하는 뜻 깊은 기부 행사였으며, 기부금은 전액 복
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리 빈곤을 겪는 국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키트
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수익금

7천만 원 700명의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대그린푸드

희망나눔 선물상자와 건강셰프교실로
식품 빈곤 가정에 희망을!

한섬에서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식품 빈곤 가정을 발굴,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강원도 내 영서, 영동지역 복지사각지
대 식품 빈곤 669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료품과 요리 체험 경험을 제공
하였습니다. 강원도에는 아동인구의 7.1%인 약 18,000명이 식품 빈곤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8,400명은 급식카드와 도시락 지
원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 약 9,600명은 현재도 복지사각지역에서
식품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료품, 생필
품, 마스크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담은 희망나눔 선물상자를 제작하
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셰프교실을 열
어 식품 빈곤 가정 대상으로 밀키트를 지원하고 분기별로 셰프와 함께 요리
하는 체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가정 교육비를 지원하다

한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 크리스마스 선물,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섬 온라인몰 더한섬
닷컴과 한섬 브랜드 더캐시미어띵즈가 착한 쇼핑 캠페인을 진행하여 판매
금액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더캐시미어띵즈
는 약 900개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기부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
해 포천 소재 사회복지관에 기부되었으며, 수도권 거주지 개발로 인해 주거
빈곤을 겪는 가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현대그린푸드는 보훈가족을 위한 건강식 그리팅 지원을 비롯하여
성남시 거주 당뇨질환 독거노인 그리팅 저당식단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진정성 있게!

보훈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
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유공자,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힘쓰신 분들, 국민을 위하여 애쓰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
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러한 나라사랑가치에 동참하기 위하여 매년 명절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감사를 전하고 있으며, 여름이면 현대그린푸드의 건강식
그리팅을 통한 영양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에
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국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
그리팅 저당식단으로 건강을 챙기다

현대그린푸드는 2020년 3월부터 성남시 독거노인지원센터와 은행1동
복지회관과 협력하여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당뇨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200여 분을 대상으로 매주 4끼의 그리팅 저당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팅Lab의 직원들이 매주 영양구성이 우수하고 고령자가 섭취하기 쉬운
식단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식단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개선에 기여하는 실질적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혜 인원

사랑의 김장나눔으로
따뜻함을 나누다

현대그린푸드는 추위를 이기는 따뜻함을 나누고자 매년 사랑의 김장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
참여 대신, 현대그린푸드에서 사용하는 맛있는 김치 4,000포기를 전달하
여 관내 저소득 노인가정 1,000가구에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 일용할 소중
한 양식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내 어르신들께 많
은 나눔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명 / 기부금 2억 원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장학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다

현대리바트는 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역사회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기도일
자리재단과 함께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협업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4기수 4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
며, 해당 인원 중 27명이 현대리바트 협력사에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본사
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거주하는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
대리바트 사랑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4기수
명 교육 수료

47

수료 인원 중

사회공헌

27명 현대리바트 협력사 채용
40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그린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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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은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희귀난치병 환아가정을 위한
기금 지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L&C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자립에 힘을 더하다

현대퓨처넷은 2021년 11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기금 천만 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푸르메재단을 통해 선정된 13명의 장애어
린이의 재활치료와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푸르메재단 선정

현대L&C는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및
실내환경 개선 사업 참여, 장애 아동 DIY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3명 장애어린이 치료 지원

희귀난치병 환아가정에
따뜻한 손길과 응원을 보내다

현대드림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후원과 교류를 지속하는 등
나눔활동을 통한 작은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대L&C는 아름다운 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장애아동 친환경 DIY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후원비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소재의 골판지로 누구나 간편히 만들 수 있는
장애아동용 DIY 착석 및 훈련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대
백화점사회복지재단과 함께 275대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동행 7599, 함께 나아가다

현대드림투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의해 월 1회 진행하던 관내
취약계층 마포구 독거어르신 대면 봉사는 일시 중단하였지만, 매월 물품 및
생활비 정기 후원을 지속함으로써 교류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
대드림투어는 관내 여의칸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유지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특이사
항을 파악하는데, 찾아 뵙고 말벗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
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기금
미혼모 희
점 면세점
화
백
대
현

,000원
100,000

제주 향토음식업체와의 업무제휴로 선순환을 꿈꾸다

현대드림투어 경영지원사업부 제휴영업팀은 제주 향토음식업체 ‘덤장그룹’
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관광약자에게도 즐거운 여행을 선사하다

7대 CSR 확대,
소외계층 자립을 지원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8년 11월 오픈 이후, ‘소외계층 자립지원’을 목표로
4대 사회적 배려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해온 사회공헌활동을 2020년부터는
7대 CSR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미혼모 생애주기별 자립지원 캠페인을 중심으로 지역내 노
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권 및 기초생계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거빈곤자 혹
서기 대비 키트 지원, 노인 식료품 지원, 장애인 학습지원기기 지원,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비상 식량품 및 응급구호품 지원, 아동 및 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대 CSR 대상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폭넓은 사회공
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미혼모 희망 기금 억 원

1

현대드림투어는 임산부를 비롯하여 영유아,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
로 맞춤 풀 컨시어지 여행 및 무장애(barrier free) 여행을 제공하는 스타트
업 ‘어뮤즈트래블’과 투자 및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현대L&C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사랑의 열매 사회복
지 공동모금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및 실내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참여를 통해 환경부 환경표
지 인증과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바닥재는 물
론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과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의 친환경 벽지 등
약 3억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L&C는 2013년부터 사회취
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실내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친환경 DIY 보조기기로 장애아동의 길을 밝히다

현대퓨처넷은 2021년 12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가정을 위한 천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등의 진행하는 국내 대표적인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 어린
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여섯 가정의 난치병환아 치료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현대드림투어

사회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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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퓨처넷 | 현대드림투어 | 현대L&C | 현대백화점면세점

43

현대이지웰

현대IT&E

현대이지웰은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대형 숲 조림사업 참여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대IT&E는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인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한 일자리 개선에 앞장서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

현대이지웰은 한국철도공사의 공상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
고, 서울아산병원의 환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IT&E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
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
거나 품질을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대IT&E
는 KOSA SW개발자 양성 과정 협약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현대IT&E는 이번 선정
으로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수여 받았으며 향후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지원 규모는 현재 연간 약 1억 원 수준이며 사회ㆍ아동 복지 개선,
대형 숲 조림사업 참여 등 친환경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는 사회적 취약계층 정기후원을 비롯하여 간식지원,
성금 모금 캠페인 참여 등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다

지역사회 아동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다

현대바이오랜드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사회
적 관심 및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21년 5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아동복지사업
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부터 지역사회 아동들의 생계, 생존권 보
장을 위해 매월 100만 원을 10명의 아이들에게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 정기 후원

'천 원의 힘'이 모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

여름나기 키트 지원으로
2021년 여름을 시원하게~

2021년 여름은 장마가 짧고, 폭염으로 유난히 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현
대바이오랜드는 삼계탕, 영양제, 선풍기, 제습제 등으로 구성된 ‘여름나기
키트’를 제작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
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내 30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공헌

2021년 12월 25일은 강한 한파로 11년만에 가장 추운 성탄절이었습니다. 현
대바이오랜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하고자 CJB청주방송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천 원의 힘’ 성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에 3일간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
하여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기부를 진행하였으며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으로
약 450만 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성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
하여 연말연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금 모금

45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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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경영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거래 중인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펀드 •

현대백화점과 시중은행 4개사가 공동으로 18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해당 은행에서 협력사가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협력사별 최대 5억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지난 2021년에는 36개사에
123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Growing
Together

36개사 123억 원 대출 지원
• 상생협력기금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현대백화점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을 지원하
는 제도로 연 3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당 기금을
통해 더현대서울의 나이스웨더, 골프 편집숍과 같은 차별화공간 기획 및 설
치비용을 지원하였고, 온라인 동반성장 특강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협력사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다
• 동반성장기금 •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도경영과 동반성장 경영을 펼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위한 경영, 자금,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쳐나갑니다.

공동상품 기획, 생산시설 확충, 원부자재 구입 등 협력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기 목적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협력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연간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재원을 확대하였으며, 협력사별 최대 3억 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43개 협력사에 약 40억
원의 동반성장 기금을 활용하여 무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

동반성장기금

현대백화점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약 320여 개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
담을 완화하고자 현재 특약매입 거래 기준으로 익월 30일 차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을 20일 가량 앞당겨 익월 10일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
급기일 단축을 통해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보다 원활히 하고, 더 나은 환경
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
다.

60억 원으로 확대

43개 협력사에 약

현대백화점

중소 협력사의 대금 지급기일을 앞당기다

4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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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우수 중소 협력사를 육성하고 판로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중소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협력사와의 영업전략
공유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협력사원 지원으로 만족도를 높이다

중소 협력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장학금'으로 꿈을 응원하다

현대백화점은 우수 협력사원의 자기계발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우수 협력사원 선발제
도(Ace manager, Best 부매니저) 시행간 협력사원 니즈 조사에 기반한
베네핏 선택권(신선식품 / 화훼구독권 등) 확대, 브랜드별 상대신장률 평가
기준 신설 등 개인의 노력도 반영 강화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
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포상, 점별 챗봇 활용 등을 통한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해 협력사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센
터 강좌 직원할인, 장기근속자 혜택(임직원카드 발급 등), EAPㆍ스트레스
측정기 비치 등의 제도를 통해 근무 직원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업무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4년 유통업계 최초로 중소 협력사 임·직원 자녀 대상 장
학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협력사 가족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행된 「열정장학금」 사업은 상·하반기로 진행되며, 초·중·고·대학생을 대
상으로 성적, 특기, 챌린저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분야별 50~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2017년부터는 장학생들에게 ‘열정 에세
이’를 접수받아 우수한 열정을 발휘한 사례를 선발하여 맞춤형 포상을 시행
하였습니다.

추가로 2019년도부터 초·중등 장학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
원하는 ‘DREAM SUPPORT’를 신설하여 수업료, 교보재 지원 등 1인 최대
4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
후 한시적으로 챌린저 분야만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중간
관리자 매니저 자녀도 포함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167명의 장학생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506명의 장학생에게
약 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반성장 'H-armony'로 경쟁력이 UP!

우수 중소 협력사 육성에 힘을 더하다

•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매장 [아임쇼핑] 운영 •

현대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지난 2016년도 업계 최초로 [아임쇼
핑] 매장을 판교점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70여 개 업체 400여 개 상
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한 해 약 8억 원
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약

8억 원 매출 달성

현대백화점은 중소 협력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양사 간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협업사업 ‘H-armony’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armony는
백화점과 협력사 간 공동 사업 진행 시 현대백화점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연 2회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 총 6건의
사업에 대해 약 1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상품 개발, 차별
화된 공간 기획 등 중소 협력사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제도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기금

60억 원으로 확대

43개 협력사에 약

• 영업전략 설명회 •

현대백화점은 협력사와의 공감대 형성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도별 영업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영업전략 설명회」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영업전략 설명회는 협력사 및현대백화점 임직원이 모
두 참석하여, 백화점의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평소 접하기 힘든 트렌드 특강
을 제공하는 등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영업전략뿐만
아니라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협력사 및 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
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178개사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40억 원 지원

• 대외기관과 연계한 우수 중소기업 판로지원 •

현대백화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유통센터 등과 연계하
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동행세일」이라는 정부 주관 판로지원 행사에 참가하여 중소기업 판로확대
에 도움을 주었으며 추가로, 지역 특화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현대식품관 동행, 상생상회 등의 차별화된 행사를 통해 약 13억 원
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 온라인 동반성장 특강 •

Dream Support
열정장학금 지원

2021년

약

2억 원

현재까지

총

23억 원

시너지 강화 및 트렌드 선도를 위해 평소 중소 협력사 임직원이 접하기 어려
운 명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며, 특히 2021년 연말에는 2022 트렌드코리아
특강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력사들의
영업전략 수립과 상품기획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약 90여 명의 협력사 임직원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에는 협력사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KSF)」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세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
추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패션산업협회 주관 「코리아패션마켓」을 진행
하여 약 1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해당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에게
판매수수료 인하 및 대금 조기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생경영

영업전략 설명회와 동반성장 특강으로
소통을 강화하다

온라인 동반성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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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90여 명 협력사 임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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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상생협력을 통해 각 지역 장인들의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전통 식품 브랜드로 성장
시켜 왔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중소협력사 무료방송 지원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무이자 대출 제도 등을 진행하는 등 중소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남다른 상점' 남다른 매출을 기록하다

중소협력사 무이자 대출 및
다양한 지원으로 동반성장을 꿈꾸다
• 무이자 대출 제도 •

현대백화점과 성남시가 지난 2019년에 체결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
무협약’에 의거해서 2020년부터 지역사회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윈
윈’ 행사로 평가받고 있는 ‘남다른 상점’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성남시의
‘남’과 색다른 이야기의 ‘다른’ 글자를 따서 ‘남다른 상점’이라 불린 이 행사
에서는 생활리빙, 패션, 미용건강 등 성남시 유망 중소기업 59개 브랜드가
참여해 오프라인은 물론 라이브커머스까지 연계하여 매출 1억 3천여만 원
을 기록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중소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 최대 규모
의 무이자 대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연 100억 원
이상 규모를 지원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는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
년에는 중소협력사 29개사에 총 1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상생펀드 •

2021년에는 지역 소재 기업의 에코백을 구매하여 성남시 내 전통시장을 찾
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 내 사회
적기업인 ‘구두 만드는 풍경-아지오’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단독 판로전을 2회 진행하여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판교점 내에서 MD 개편 이후 미사용하는 집기를 지원하여 내·
외부 행사에 활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디자인 및 상품개발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전통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전국의 숨은 보물을 찾아내다

‘명인명촌’은 현대백화점과 ㈜다리와사람들이 함께 성장시켜온 상생협력
의 대표 브랜드로 지난 2009년 ‘이야기가 있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슬로건
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현대백화점 15개점에 입점되어 70명의
장인이 생산하는 240종의 상품을 운영하며, 다양한 협업으로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명인명촌’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전통식품의 가치를 확산시켜 왔으며, 각
지역의 장인들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 히든챔피언 스케일업 •

무료방송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
중소협력사의 도전에 날개를 달다
유망 중소기업

• 중소협력사 무료방송 지원제도 •

현대홈쇼핑은 거래 중소협력사의 실질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인 판로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매상담회를 통한 신규 중소기업 발굴, 「1사 1명품」, 「전국중기특별전」 등
방송 지원제도 및 「상생On-air」를 통한 재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6개 중소협력사에 10,065분 수수료 무료방송
을 지원하여 약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59개 브랜드 참여

매출 억

1 3천여만 원 기록

• 중소협력사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 •

현대백화점은 명인명촌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에는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 약 4억 원의 농어촌상생협
력기금을 출연하여 고객 소통, 체험형 행사 및 매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
으며, 2020년에는 보다 나은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판교점, 미아점의 인테
리어 설계ㆍ시공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매장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매출 100억 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
점은 전국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어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
입니다.
상생경영

현대홈쇼핑은 시중 4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4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여, 시중금리 대비 최대 1% 이상의 금리 할인 혜택을 지원 중
에 있습니다. 중소협력사는 현대홈쇼핑과의 거래를 담보로 지원받은 대출
금을 활용하여,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영활동 전반에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대홈쇼핑 방송 거래 중소협력사 95개사
에 3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2016년부터 업계 최초로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
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통관 및 품질 검역부터 해
외방송 진행을 위한 마케팅 비용, 상품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품판매 활성화
를 위한 사은품 구성강화 인서트영상 제작, 현지 유명 게스트 출연료 등을
전액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
니다. 2021년에는 총 11개 중소협력사에 4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며 약 14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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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홈쇼핑 입점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신규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5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상품개발 비용, 인서
트영상 제작비용, 판촉비용, 무료방송 연계 지원 등을 패키지형태로 종합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중소협력사 15개사에 총 4억 5천만 원을 지
원(7월부 신규 시행)하였으며, 연간 수시로 협력사를 모집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디자인 R&D) •

현대홈쇼핑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2014년부터
거래 중소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약 10개사 내외의 중소협력사
에 2억 원 이상 규모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최신 트
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디자인 R&D 컨설팅을 7개 협력사 대상 총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협력사 15개사 신규입점 지원

4억 5천만 원 지원

신제품 디자인 R&D 컨설팅비용 총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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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중소협력사의 인서트영상 제작 지원은 물론 협력사의
복리후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중소협력사의 제작 지원 및 복지지원에 앞장서다
• 인서트영상 제작 지원사업 •

2016년부터 현대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TV방송 중소협력사의 방송 판매
시 발생하는 운용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사전영상물 외주제작 비용을 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작된 사전영상물 저작권은 협력사에 귀속되며,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선정한 홈쇼핑업계 우수 상생협력 모델로 2021년에는 협력사 34
개사에 약 6억 원의 인서트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우수 상생협력 모델로 2021년에

현대그린푸드는 중소협력사의 위생 컨설팅 제공 및 소상공인 외식업자
대상 상품화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재고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4개사 6억 원 지원

•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현대퓨처넷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의 신규사업
공동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재고 부담의 강원도 감자를 매입하다

현대퓨처넷은 중소·벤처기업과의 공동 상생 추구 및 신규사업 공동 개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 공동 기술
개발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현대퓨처넷은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컨퍼런스 COMING-M 2021을 주최하였습니다. 총 11개국
50여 개 기업들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공
유하였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은 ‘유엔협회 세계연맹’ 글로벌 프로그램에 제
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대퓨처넷은 중
소·벤처기업들과 함께 원거리 무선충전기술, AI Smart Toy, AI 미디어 광
고 로봇 등 생활·문화·건강 ICT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협
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ESG 경영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컨퍼런스 총

상생경영

현대그린푸드는 코로나19로 소비부진 장기화에 따른 재고부담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산지와 협력사의 상품 을 다 양 한 채널을 통해
활용하면서 동반성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재고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도 감자진흥원과 협력하여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
총 10톤에 달하는 강원도 감자를 매입하여 호텔 뷔페 사업장 및 현대백화
점 푸드코트에 ‘강원 감자 살리기’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협력사를 위한 위생 컨설팅을 제공하다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다

11개국 50여 개 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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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맛집은 ‘동네 맛집을 전 국민의 식탁으로’라는 콘셉트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와디즈 플랫폼을 통한 펀딩을 통해 레스토랑 간편식(RMR)을 개
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상품개발 및 유통 노하우가 부족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
상공인들 중에서 간편식 시장 진입을 꿈꾸는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간편식
제품 개발 및 양산,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며, 펀딩 성공 후에는 현대백화점
그룹 온·오프라인 채널에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펀딩 모집에 260개 외식
업체가 지원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고, 현대그린푸드는 자체 간편식 브랜드
‘그리팅’을 운영하며 터득한 제조 노하우와 역량을 외식업자들의 상품 개발
에 제공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생활 안
정화를 위하여 유치원·초·중·고·대학생에 해당하는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
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에는 협력사 28개사에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
달했습니다.

현대퓨처넷

소상공인 외식업자들에게
메뉴 상품화를 지원하다

현대그린푸드는 협력사의 상품 품질 향상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위생 컨설
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경쟁력은 있으나 위생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
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고 부담 강원도 감자 매입 총

10톤

강원 감자 살리기 프로모션 진행

32개사 위생컨설팅 제공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축제 식재를 매입하다

현대그린푸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 축제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예정되었던 강원 ‘화천 산
천어 축제’ 취소로 인해 지자체가 산천어 물량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된 현대그린푸드는 축제용 산천어 약 8천마리에 해당하는 2.4톤
규모의 매입을 통해 단체급식 메뉴로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30여 고객
사에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해 메뉴를 제공하면서 지자체는 물량 해소의 기
쁨을, 고객은 새로운 메뉴를 맛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그린
푸드는 앞으로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식자재를 적극 활용
하여 동반성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대홈쇼핑 | 현대퓨처넷 | 현대그린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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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한섬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자금지원은 물론 협력사 임대료 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다
• 직접 대출 •

한섬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기 자본을 활용한 자금 지원 제도(직
접 대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투자를 희망하
는 협력사 중 자금 여건이 부족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11개 협력사에게 약 8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섬
은 앞으로도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11개 협력사 약 8억 2천만 원 지원
• 펀드 조성을 통한 대출 •

한섬은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시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상생펀드
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기존 협약 체결된 하나은행 이외
에도 기업은행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보다 쉽게 해당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신설된 해당 제도를
통해 2021년까지 총 9개의 협력사가 누계 23억 원의 대출 혜택을 받았습
니다.

현대리바트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다

한섬은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대상
으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섬과 거래관계가 우수한 협
력사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장학
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2021년에는 184명의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자녀

협력사 임직원 장기근속을 지원하다

현대리바트는 협력사의 사업주와 임직원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공제금(내일
채움공제) 중 협력사 납입금의 50%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임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도래시 협력사는 세제혜
택을 받으며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대비 3배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상생아카데미,
중소협력사 온라인 교육을 책임지다

184명

현대리바트는 중소협력사 임직원의 직무, 개인 역량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
육 프로그램인 상생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협력사 임직원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700여 개
의 협력사 대상으로 약 5,600개 과목이 무상 지원되었으며, 향후에도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
입니다.

2021년 억

1 4천만 원 지원

우수 협력사
임대료 지원으로 힘을 보태다

한섬은 오랜 기간 거래한 우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건물 안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을 주변시세 대비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섬과 거래 중인 12개의 협력사가 입주하여 임
대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약 5억 원 이상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력사 컨설팅 지원 제도를
도입하다

한섬은 협력사의 재무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 제도를 2021년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컨설팅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총 4개 협력사의 재무
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
입니다.

나이스윙크 동반성장 시스템으로
상생을 이어가다

한섬은 공정거래 이행협약 체결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 나이스윙크 동반성장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1차
이하 협력사간 현금결제 모니터링, 동반성장 설문조사 등이 가능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생경영

현대리바트는 거래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직무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온라인 교육 지원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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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거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다

현대리바트는 거래 중인 협력사가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자금지원·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 자금 지원 (무이자대출) •

현대리바트는 거래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상품기획, 생산시설·설비
확충, 원부자재 구입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연간 60억 원 규모의 기
금을 조성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별 최대 3억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1년 30여 개 협력사에 약 35억 원의 자금을 지
원하였습니다.

• 상생펀드 지원 •

현대리바트는 금융기관(하나은행,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4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대리바트의 협력사가 해당 은행에서 저렴한 금
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1년 10여 개 협력사에 약 2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
였습니다.

• 동반성장 투자 재원 출연 •

현대리바트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
단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 투자 재원」에 자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에 경
영관리, 복리후생, 기술보호 등의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약 1억 2천만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한섬 | 현대리바트

약

700여 개 협력사 대상

5,600개 과목 무상 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휴가비 지원까지 세심하게!

현대리바트는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협력사 임직원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지원된 휴가비 포인트를 이용하여 숙박, 렌터카, 캠핑용품 등 다양
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자녀 대상
'동반성장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다

현대리바트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적장학금과 일반(특기)장학금 2
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초·중·고·대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50~150만 원
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된 81명
의 장학생에게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
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81명 장학생에게 총 7천만 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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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중소협력사의 제품테스트 지원을 비롯하여
기술보호 지원, 인력 채용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사의 성장과
도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L&C

협력사의 제품테스트 무상 지원으로 든든하게!

현대리바트는 협력사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사 환경기술센터를 통해
제품의 물성, 역학, 환경 실험 등의 테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현대리바
트 내부인력을 통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의 외부 공인시험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협력사들의 시험인증서 발급 수수료 할인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L&C는 협력사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는
한편 협력사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복지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제품생산 필요 설비를 무상 임대해주다

현대리바트는 중소협력사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
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데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
허권, 디자인권 등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L&C는 협력사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금형, 프린트롤 등의 제품 생
산에 필요한 설비를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
년에는 물류 품질 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제품 출하 대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식 로봇 랩포장기를 현대L&C가
직접 구매하여 완성창 가공협력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협력사 무이자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다

현대L&C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및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활동 지원을 위
하여 무이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억
원 규모의 무이자대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각 협력사별로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L&C는 향후에도 협력사의 경영환경 안정화
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채용하도록

현대리바트는 중소협력사의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여 온·오프라인 채용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의 대기업
협력사 전용 채용관(아이원잡) 운영을 통해 협력사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별 최대 억 원 지원

1

무이자 대출 기금

20억 원 규모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하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5만 개,
동반성장몰을 오픈하다

현대L&C는 우리은행과 총 6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 및
운영하였으며, 협력사는 상생펀드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시중금리 대비 저리
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상생펀
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대리바트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2021년 9월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협약체결 및 「동반성장몰」을 도입·오픈하였습니다. 대기
업 임직원이 중소기업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중소기업 입점
온라인 폐쇄몰로서, 인지도가 높고 품질이 검증된 중소기업 1천 개
의 우수 상품 5만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0억 원 규모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협력사별 최대 억 원 신청

1

상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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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C는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협력사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물품대금을 최대 14일 조기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규
모 이하 중소기업과의 신규 거래 시에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가 하도급법 대
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60일 이내에 물
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출원비용 지원

협력사의 물품대금 결제도 빠르게~

현대리바트 | 현대L&C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에 도움을 주다

현대L&C는 사내 협력사의 안건보건 역량 강화 및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위
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현대
L&C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하는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 및 인증
심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협력사의 심사 대응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
를 통해 사내 협력사 두 곳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로 시너지를 강화하다

현대L&C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시너지 강화를 위하여 구매조건부 공
동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이란
현대L&C의 생산기술과 협력사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향후 개발된 제품을 현대L&C가 구매하는 거래구조를 뜻합니다.
현재 현대L&C는 협력사와 저탄소 친환경 제품인 ‘리사이클 페트 데코시트’
를 공동 개발하여 활발히 시장 판매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협력사
와 구매조건부 공동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00개 콘텐츠로 협력사 교육지원에 나서다

현대L&C는 협력사의 임직원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영 및 리더십, 비즈니스
스킬 등으로 구성된 총 1,200개 콘텐츠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
L&C는 시공 협력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률 해설
및 주요 안전점검 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2021년 8월~10월 총

1,200개 콘텐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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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EcoFriendly
실천하는 환경경영으로
아름다운 지구의 미래를 밝히다

환경경영 60

현대백화점

매일매일 실천해요, 365일 리사이클 캠페인
백화점 업계 최초

친환경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걷고, 뛰고, 쓰레기까지 싸악~
더현대 플로깅이랍니다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365일 1년 내내 고객
께 의류ㆍ잡화ㆍ소형가전 등을 기부받는 고객 참여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하였으며, 지금까
지 고객 12만 명이 참여, 재사용 가능한 물품 60만 점이 수
거되었습니다. 환경 효과로 추정하면, 승용차 1,500대가
1만km 이상 주행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과 동일
한 수준으로 절감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로 캠페인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환경부 주관
으로 수상한 대통령 표창 주요 공로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가자

1천 명 목표
달성

고객 여러분도 모두 친환경 VIP니까요

친환경 유공 포상 탄소중립생활실천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탄소중립생활실천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고객들로부터 재판매 가능한 의류와 잡화 등을
언제든 기부받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이 주요 공로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VIP 혜택을
제공하는 ‘친환경 VIP 제도’를 2020년 업계 최초로 도입하
였습니다. 환경의 날인 6월, 현대백화점 전 점포에서 현대
백화점이 제시한 친환경 활동 11개 중 5개를 참여하면 7월
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그린 등급’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1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여 총 1천 1백여 명이 VIP 혜택
을 받는 등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안 쓰는 플라스틱 용기 가
져오기,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하기, 전자영수증 발급
받기 등의 참여 활동을 제시해,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친환경 VIP

1천 1백여 명 혜택

PET병

4만 5천 개 이상
수거

환경경영

하반기에는 ‘수달과 함께 그린 행복’ 캠페인으로 투명 폐페
트병을 수거하였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 한 명당 2천
원씩 적립해 기부금을 조성하고, 이를 천연기념물 제330
호이자 1급 멸종 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지 보전 활동’에 지
원하였습니다. 약 6천 5백여 명의 고객이 참여하였고 PET
병 4만 5천 개 이상이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투명 PET는
업사이클 공정을 거쳐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760여 곳 교실

약 6천 5백 개 이상
공기정화식물 기증

초등학교 교실에
숲을 키워요

365 리사이클 캠페인으로 기부된
물품 60만 점 이상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재판매된 후,
현대백화점 기부금을 합해
760여 곳 교실에 공기정화식물
약 6천 5백 개 이상 그루를 기증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친환경 활동
그린프렌즈로 하나되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에게 친환경 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그린 프렌즈-Green Friend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프렌즈 각 캐릭터가 환경과 연관
되어, 현대백화점 친환경 활동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커
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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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14001
은 기업이 ‘환경경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와인 패키지도 우아하게~ 종이로 교체하다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기간부터 와인(2본
입) 선물 세트 포장 패키지를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 소재로
교체하였습니다. 종이 소재 패키지를 선물 수요가 가장 높
은 2본입 포장에 우선 적용하고, 1본입 포장 등 점차 종이
소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폐페트병 재활용, '농산물 용기'로 돌아오다

'그린 등급’

리사이클 아니죠~ 플라스틱 업사이클이죠!

현대백화점은 플라스틱 업사이클 캠페인을 전 점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이슈
로 급격하게 늘어난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였
습니다. 사회적기업 ‘터치포굿’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를 친
환경 화분으로 업사이클하여 초등학교 교실에 교육 목적으
로 활용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걷고 뛰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비대면 러
닝 행사, ‘더현대 플로깅’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로깅은 이삭
을 줍는다는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의 합성어로,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친환경 활동
입니다. 상반기에는 1천 명을 목표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
다. 참가비의 일부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기
후ㆍ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스쿨 챌린지 시즌2’ 사업에
기부되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교
실 숲 조성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대백화
점 유기견 건강돌봄 프로그램(Heart for Dog)과 연계하
여, 반려견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하고 참가비 일부를 동물
보호단체 KARA에 기부해 유기견 필수 예방 접종 및 심장
사상충 구충제 비용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참가자 1천 명
모두 접수 마감되었으며, 펫팸족(Pet + Family) 고객들의
호평과 함께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에 진심을 더하다

현대백화점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백화점 업
계 최초로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농산물 용기를 도입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40%를
차지하는 포도·감귤·꽈리고추 등 14개 품목 포장 용기에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재활용 용기는 위생상의 문제
로 즉석섭취 식품 포장에 제한을 받았지만, 현대L&C와 협
업해 재활용한 페트에 새 페트 원료를 감싸는 방식을 적용
하였고, 샐러드 등 즉석섭취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
발하였습니다.

잠자는 휴대폰을 깨워주세요
휴대폰 수거 캠페인

현대백화점은 ‘잠자는 휴대폰을 깨워주세요’라는 컨셉으로
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현대백화점 전 점포에서 상시로 진
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기증받고 휴대
폰 재생 전문 사회적기업에 전달하여 중고폰 매입가에 따
른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였고, 현재까지 약 1천 7백 개
이상 휴대폰이 수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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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 과일 바구니, 종이로 변신하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라탄 소재 과일 바구니를 종이 소재
로 리디자인하여 전국 16개 전 점포 식품관에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무겁고 분리 배출이 어려운 라탄 소재에서 약
25kg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벼운 종이 소재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디자인·편리성에 대한 높은 고객 호응도와 함
께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시상식에서 동상(특허청
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섬

2021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동상 수상

2021년

신규오픈 매장 16곳
피팅룸 마감재
활용

한섬은 친환경 관련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사내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사은품
을 제작하고, 환경 위해 요소를 최소화한 포장재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에 기여하고자 관
련 환경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210만 개

2021년

LED 스튜디오
2곳 운영 중

다 아시죠?
아이스팩 재활용 북극곰 캠페인!

재고 업사이클로
멋진 피팅룸이 완성되다

재사용

현대홈쇼핑은 2018년 8월 이후 지속적인 아이스팩 재활
용 캠페인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15만여 명의 고객
이 참여했고, 총 210만 개의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 있습
니다.

폐페트병이 니트백으로 돌아온다고요?

현대홈쇼핑은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자 지역 주민
12,500여 세대로부터 총 4만 개의 폐페트병을 수거하고
‘플리츠마마’와 협업하여 「친환경 니트백」으로 재활용하였
습니다. 총 2천 개의 니트백을 생산하여 참여 주민 기부 및
상품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세트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LED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사업관련 폐기물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총 2곳의 LED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에는 1층에 1곳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환경경영

한섬은 임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외부 전문 강사가 강연하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룹웨어 사내게시판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환경 관련
정보와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활동으로 지구를 건강하게

현대홈쇼핑

친환경 LED 스튜디오를 선보이다

환경교육,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요~

핑거박스/
친환경 폴리백으로
친환경 사랑을!

한섬은 외부 전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재고의 업사이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를 통해 생산된 신소재 패널을
신규 오픈하는 총 16개 매장의 피팅룸 내부 마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한섬은 향후 친환경 재고 폐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자재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이슈와 정보교육,
어릴 때부터 시작해요

한섬에서는 친환경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재단과 연계하여
환경의식 개선 문화활동 및 환경보호 교육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한섬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를 가까
이에서 접하고 환경에 대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
이환경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환경 이슈와
정보 교육은 물론 물과 기후위기 등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멸종위
기종 현황, 커피박 실습을 통한 자원순환, 또래들과 함께하
는 플로깅 봉사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소양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한섬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
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 이슈 및
정보 교육

다양한 환경활동

친환경 폴리백
20만 개,
핑거박스

100만 개

현대홈쇼핑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
춰 유통단계에서 포장 최소화 및 분리배출 용이성 확보를
위해 2021년 한 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핑거박스 100
만 개, 자연생분해 비닐을 사용한 친환경 의류 포장 폴리백
20만 개를 제작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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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친환경 오피스로

가기 위한 첫 걸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전기 사용 줄여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기!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요즘,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필(必)환경 시대에 무
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친환경 오피스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본
사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센터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대세! 플로깅 함께 하시죠?
플로깅 캠페인

전국의 센터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총 290명

343회 활동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인 플로깅(Plogging)!
현대그린푸드도 모든 사업부가 교대로 플로깅 캠페인에 참
여하여 총 290명이 343회 활동하였습니다. “건강도 챙기
고 환경도 지켜 일석이조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 내가 주은 쓰레기를 보며 뿌듯했다”라는 긍
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더욱 다양
한 콘텐츠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매년 사용되던

일회용컵 6만 개
감소 효과

업사이클링 캠페인
다용도 의자 제작

그리팅 용기가 다용도 의자가 된다고요?

현대그린푸드는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의미 있게 활용하
기 위해 업사이클링 캠페인으로 다용도 의자를 제작하였습
니다. 현대그린푸드의 건강식 브랜드 그리팅의 폴리프로필
렌(PP) 포장용기를 전국에서 모아 깨끗하게 세척하고, 친
환경 사회적 기업 우시산에 전달되어 예쁜 의자로 재탄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2,000kgCO₂의 이산화탄소
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그린푸드
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리유저블컵 사용을 확대하다

현대그린푸드는 온실가스 배출의 또 다른 주범인 음식물쓰
레기를 줄이기 위해 잔반 절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잔반을 남기지 않은 고객에게 후식 등의 보상을 제공하
던 일회성 이벤트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잔반을 남기지 않
는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까지 새롭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는 고객은 포인트 적립을
통해 임직원 전용 장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287개 사업장에서 4,070여 명의 고객이 포
인트 적립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다
양한 친환경 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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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는 전국 급식 사업장의 비닐봉투와 비닐장갑
을 친환경 제품으로 전량 교체했습니다. 연간 216만 장 사
용되던 비닐봉투는 종이봉투 또는 생분해성 봉투로 교체되
어, 소각 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였습니다. 또한, 간편
식 테이크아웃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물에 쉽게
분리되는 수(水)분리 라벨을 적용했고, 사탕수수 펄프 용기
를 도입해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전국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소모품을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친환경 활동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실천, 교육의 힘을 믿어요

현대그린푸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지속가능활동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고객사의 인식 개선 활
동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그리너리 매거진’을 발간하여 저
탄소 메뉴, 친환경 활동을 전 사에 공유하고, 자사 SNS 플
랫폼을 활용하여 매주 새로운 친환경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친환경 활동 실천 팁과 함께 월별 지속가
능 기념일 소개 등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이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
겠습니다.

함께 실천해요~ 저탄소 Day

잔반 남기지 않는 습관,
포인트로 차곡차곡 쌓여요

환경경영

친환경 소모품으로 지구환경을 지키다

현대그린푸드의 카페에서는 친환경
스타트업 기업인 트래쉬버스터즈와 협업하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년 6만 개 가까이 사용되던
일회용컵 대신, 트래쉬버스터즈에서
깨끗하게 세척한 트렌디한 재사용 컵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현대그린푸드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업의 사내카페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가축 사육을 위한 벌목과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
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대그린푸드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은 메뉴를 제공하는 날인 ‘저탄소 데이’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 기반의 식
단이 제공되며, 약 450개 사업장에서 월평균 1.8회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은 변화를 통해 깨끗한 환경과 지구
를 위한 상생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채식 기반의 식단
450개 사업장

월 평균 1.8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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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식재 7만 그루
5개년간

조성 및 관리

현대퓨처넷

대규모 조림 사업 및
산림 휴양 공간 조성 활동,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다

환경지킴이들의
플로깅 활동

현대퓨처넷 환경지킴이를 응원해요

현대리바트는 대형 숲 조림사업과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흡수원 마련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경기도 평
택시 소재 4.16ha 규모의 탄소 중립의 숲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4회 이상 임직원 사내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
의 숲 환경개선활동을 진행하여 국내 탄소 저감에 일조하
고 있습니다.

현대퓨처넷의 환경지킴이들은 사내외 친환경적 활동 및 에
너지 절감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절감, 전기사용 절감을 위한 전등 OFF 캠
페인 등을 진행하며, 부서별 친환경 구매를 촉진합니다. 또
한, 사옥이 위치한 서초동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퓨처넷은
환경지킴이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전 임직원 참여를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양주시 덕계동 고장산 일대 4.97ha 규모
의 국민의 숲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직원 참여 ‘리바
트 그린 포레스트’ 식목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해당 숲의 정자, 전망데크, 산책
로 및 수국정원 등을 조성하여 산림 휴양 공간 제공과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산림청과 함께 탄소중립 활동과 ESG경
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탄소중립의 숲 16.5ha, 식재 7만 그루를 5개년간
조성 및 관리하며 정부 기후위기 대응 선언인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현대렌탈케어

ESG위원회 과제 No.1 '친환경 포장재 도입'에 나서다

친환경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현대리바트는 2021년 21대의 전기배송차량 도입 및 국내
최초 도크식 전기 충전소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 배송차량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2022년부터 매년 30대씩 단계적으로 차량 추가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384,301kWh 추가 재생에너지
사용과 379,000kg가량의 탄소 배출량이 절감될 예정
입니다.

1만 장 이상의

현대렌탈케어는 ESG 경영 부문 중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고자 ESG 위원회를 조
직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하고 있는 과제는 ‘친
환경 포장재 도입’으로 제품 및 필터 포장 시 사용하던 완충재와 포장재의 소재를
비닐에서 종이로 변경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를 통해 연간 기준 약 1만 장 이상의 비닐 사용량 절감이 예상되며, 셀프관리 제
품의 확대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지국이나 사무소로 필
터, 자재를 보낼 때 사용하던 종이박스를 단프라 소재로 변경, 100회 이상 재사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이 폐기량을 연간 기준 약 3만 장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2022년에는 지류 제품 사용 설명서 및 고객관리카드 디지털화를 통한
축소 등 친환경 경영 관련 과제들을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닐 사용량 절감

연간 탄소 배출량

379,000kg가량
절감 예정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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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버다임

현대백화점면세점
연비 10%

면세점 업계 최초

이상 절감

친화경 재질 포장재

탄소배출 저감 효과

변경 승인

면세점 업계 최초,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다

면세점 업계는 세관 지침에 따라 상품 인도 시 실물 확인을 위해 투명한 비닐 재
질의 쇼핑백만 사용 가능했기에 인도장 내 증가하는 비닐 폐기물의 저감 필요성
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점 업계 최초, 세관 및 인천
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친환경 재질로 포장재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받았

드릴장비 개발로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선사하다

현대에버다임은 드릴장비의 콤프레셔 압력을 다운시켜 연비를
10% 이상 절감(탄소배출 저감)하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엔진타입을 Tier Ⅳ에서
Stage Ⅴ로 변경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E500 기종은 개발 완료하여 2021년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 출품하였으며
E400기종은 2022년부터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어공모전, 텀블러 제작으로
환경사랑 함께해요

현대에버다임은 2021년 1월 임직원 대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51건의 표어 공모 중 3
건의 표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최우수로 선정된 ‘모두
가 함께하는 EVERGREEN!’을 텀블러에 인쇄 후 전 직원
에게 배포하여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을 진
행하였습니다. 우수작 ‘종이컵 STOP 텀블러 GO’, ‘자연을
보며 내가 미소 지을 수 있게’는 소정의 상품제공 및 임직원
휴게실, 분리수거함 인근에 부착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독
려하였습니다.

환경경영

고효율 인버터 설치로
탄소배출을 줄여요

현대바이오랜드

탄소배출 절감 &
전기 효율

20% 증진

현대에버다임은 도장공장에서 사용 중인 대형 전기모터설
비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하여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동시
에 전기 효율을 20%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설치를 통해 기계장치를 가장 적합한 속도로 운전하게 됨
으로써 품질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2020년
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2020년 3대, 2021년 3대를 적
용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친환경 활동(설비투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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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 SK하이닉스와의 협업으로
화장품 생산 폐기물을 줄이다

습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전 면세점에 적용 권고하
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도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도입에 영
향을 주었습니다. 인도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까지 친환경
재질 포장재 및 소모품 도입을 확대하여 친환경 물류 운영
에 앞장서 2021년 5월 및 9월 언론에 내용이 공유된 바 있
습니다.

임직원 물품기부로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부터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임직원 물품기부 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지만 사용 가능한 의류, 잡화 등의 물건을 기부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발생한 판매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활
동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내 무인
기부함을 설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대
면 방식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35.3% 증가된
2,300여 점의 물품이 기부되었습니다. 기부물품은 중고품
나눔사업을 진행하는 ‘아름다운가게’ 양재점 매장에서 판
매되었으며, 판매수익금은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뜻 깊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폐유기용제

795톤 재이용

현대바이오랜드 오송공장에서는 천연물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공정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유기용제는 화학물 처리 기준에 따
라 별도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폐기물 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던 중 미생물로 반도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유
기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중순부터 청주시청과 SK
하이닉스,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용제의 재이용 효과,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
하여 논의하였고 2020년 11월 청주시청으로부터 폐유기용제 재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
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오송공장에서 발생한 폐유기용제 795톤을 재이용할 수 있
었습니다.

현대에버다임 | 현대백화점면세점 | 현대바이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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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C
나무 1그루당

23~44kg 규모
탄소 흡수

유틸리티 공급 방식 개선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다

현대L&C는 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에 발맞추어
L-Tech 세종사업장 내 유틸리티 공급방식을 개선하였
습니다. 자동제어가 불가능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던 기존 스팀 방식 난방을 전기식 히트펌프 냉난방
으로 변경하여, 탄소 발생 경감 및 에너지 절감의 이중 효과
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기존 10톤의 온수 탱크에 열교환
기로 온수를 공급하던 목욕탕 설비 방식을 목욕탕 전용의
cascade 시스템 보일러로 변경하여, 보일러 가동을 최적
화하여 LNG 사용량을 감소시켜 열효율을 제고하는 효과
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L&C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
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1사 1숲 가꾸기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다

현대L&C는 금강유역 환경청 주관의 ‘202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기업 1사 1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청에서 보유한 토지를 금강 관내 16개 녹색기업이 면적을 할당받아
녹지를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단순 1회성 나무심기가 아닌
할당된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꾸는 사업이라는 점이
더욱 뜻 깊은 의미를 선사합니다.
2021년 5월 금강유역 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월과 9월에
토지배분 및 식재수목이 확정되었으며, 총 49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이어갑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식재한 49그루의 나무는 1그루당 23~44Kg 규모의 탄소를 흡수하여,
연간 1,127~2,156Kg의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사이클 페트, 식품용기가 되다

현대L&C는 2021년 9월, 자사 가구용 Recycle PET
Sheet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용기 Sheet를 개발하였습니
다. 현대백화점 식품관 친환경 농산물 중 포도 및 감귤 등
14개 품목의 용기 및 현대그린푸드 샐러드 용기 납품을 통
해 계열사간 친환경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
다. 타사 대비 재활용 원료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으면서
도, 식품위생법에 충족한 제품 개발을 통해 자원 재활용 및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는 점이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대L&C는 향후 식품 용기 외에도 음료컵
부문으로의 확장을 통해 계열사 시너지 협업을 추진 중이
며 Bottle 용기 부문 국내외 업체와 리사이클 페트 원료 판
매 사업을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연 생분해성 포장지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다

현대L&C

개발 포장지

77% 분해효과

현대L&C는 생분해가 가능한 륨 (Leum)
바닥재 제품용 친환경 포장지를 개발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지 대
비 생분해성 포장지는 소각없이 매립이 가능하여 이산화
탄소 저감 효과를 선사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소리지움
5.0T부터 제품 출하 시 자연 생분해성 포장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45일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측정 시 60%
이상 분해되어야 인증되는 기준을 넘어 현대L&C가 개발한
포장지는 77%의 높은 분해효과를 보여, 향후 탄소배출 저
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1년 발주량은
총 6,000m에 달하며, 향후 륨바닥재 제품의 생분해성 포
장지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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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ulture
일과 삶의 균형, 열정과 도전이 어우러져
자유롭고 즐겁게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완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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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기업문화 전략

실천 가치

열정·소통·창의·파트너십 및 새롭게 추가된 안전·친환경까지 총 6개의 실천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을 창조해 내는 조직문화 구현의 방침을 나타냅니다.

Passion

Communication

열정

소통

▪ 과감히 실행하여 변화를 주도
▪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
▪ 실패의 인정과 동기부여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 정보 교류와 상호 피드백
▪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Creation

추진방향

▪ 보완 필요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

주요전략

6大 변화관리 요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Partnership

창의

파트너십

▪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
▪ 비효율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 창의적 안목으로 고객 니즈에 집중

▪ 유연한 변화 대응과 새로운 도전을 통한 혁신 창출이 원활한 기업문화 구현

(수년간의 조직진단 결과를 통해 구성원의 변화 니즈가 높은 항목 도출)
01 성공의 재정의

	종합적 (재무적 + 비재무적) 관점으로
성공을 평가

▪ 공동의 목표 달성
▪ 신뢰 기반의 공동체 지향
▪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

02 성장 마인드 재정립

	새로운 시도와 실패를 통해 발전,
개인과 조직의 역량개발 지속

03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조직 간 시너지 창출, 조직 간 정보 공유,
다양한 외부 협력

Safety

안전

▪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전 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
▪ 능독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추진
▪ 안전한 근무 환경 구현

기업문화

04 권한위임 강화

	조직/구성원 간 명확한 Rule 세팅,
고객 접점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05 신속/합리적 의사결정

	고객(시장) 관점 / 성장 지향 중심의
의사결정

06 리더(임원) 역할 재정립

	명확한 방향(전략) 제시와 균형 있는
전략 추진, 새로운 시도 지원

Environment

친환경

추진방법

▪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친환경 경영가치 구현
▪ 고객과 사업적 파트너가 공감하는 친환경 가치 추구
▪ 친환경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실천 유도

▪ 조직 진단시 점검 / 피드백
▪ 개인 인사평가 항목 반영

▪ 기존 제도(포상, 교육 등) 개선

▪ 계열사별 추진활동 공유(조직문화협의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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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로 지친 임직원 가족들을 위해
현대어린이책미술관과 연계하여 비대면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계, 동계 휴가가 없다고요?
자율휴가제가 있으니까요!

그룹사 임직원 가족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MOKA Weekend>로 예술을 경험하다

현대홈쇼핑은 전 직원의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독려하고자 기존 하계·동계
휴가를 폐지하고 연중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의 업무일정을 고려한 자율휴
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팀장급에 한하여 운영되던 안식월 제
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업무로 지친 직원들이 장기간 휴가를 통해
리프레쉬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붙여서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2015년 개관 이후, 매년 그룹 가족들을 대
상으로 <MOKA Weekend>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임직원 가족에게 실시간 수업, VR전시 등 비대면 방식으
로 전시 감상,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MOKA Family Art Day> 프
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대홈쇼핑, 현대L&C, 한섬, 현대그린푸드 외 총
10개 계열사 317명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콘
텐츠를 감상하고, 사전에 제공된 키트를 활용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가족
이 팀윅을 발휘하는 게임도 진행되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안식월 제도 전 직원으로 확대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관이 2018년부터 시작한 VR 전시와 오디오 투어는
물론 《#보따리바캉스》 온라인 전시, 온라인 인터랙티브 아트, 디지털 소장
품 ‘MOKA Artist Video Project’ 등 MOKA만의 독보적인 온라인 콘텐
츠가 더욱 돋보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선택근무제를 비롯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웰컴 프로그램,
자율휴가제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웰컴 프로그램'으로
육아휴직자들의 복귀를 환영하다

선택근무제 도입으로 1석2조의 효과를!

현대홈쇼핑은 효율적인 근무시간 활용을 위해 개인의 근무시간을 개인이
계획할 수 있도록 선택근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택 제도를 통해 업무
가 몰리는 주에는 집중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다른 주에 추가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업무집중도 향상 및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업무집중도 향상 ↑
효율적인 근무시간 활용

기업문화

최대

현대홈쇼핑에서는 육아휴직자들의 조기 조직 적응을 위한 ‘육아 휴직 복귀
자 웰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시간 현업에서 떨어져 있어 다
소 어색할 수 있는 복직인 만큼 육아 휴직 복귀 1주일 전 환영 꽃바구니, 케
이크, CEO편지 등 복직을 축하하는 선물을 자택 발송함으로써 육아 휴직
자들의 빠른 적응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대상으로
1주년 언택트 리프레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현대홈쇼핑은 입사 1주년 신입사원 및 경력직원 대상으로 언택트 리프레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오프라인 1박 2일 리프
레쉬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피
스 요가, 온실화분 만들기, 앙케이트 설문&퀴즈, 마술쇼, 랜선투어(파리/스
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리프레쉬 선물 및 점심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총 140명의 직원이 비대면 리프레쉬 프로그램에 참여해 힐
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40명 비대면 리프레쉬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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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휴가 가능

팀장급 안식월 제도로
업무 루틴을 해소하다

현대홈쇼핑은 팀장급 안식월 제도를 관리자급의 업무 루틴을 해소할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이상 관리자 중 신규 팀 전보인원 및 승진 팀
장은 업무 적응을 위해 사용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일팀 지속근무 팀장
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매년 5명 정도 안식월 제도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안식월 제도로 관리자급 업무 루틴 해소
매년

5명 안식월 제도 이용
PC-OFF제도

현대홈쇼핑은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 1월 유통업계 최초로 pcoff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퇴근시간에 PC가 자동 종료되
어, 퇴근 후 자기계발 및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
문화 정착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생활로 인한 직원 만족도도 높아져,
업무효율까지 증대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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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여직원들의 안심 서비스,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보전으로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다

모든 임신직원들에게
임산부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현대홈쇼핑에서는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 휴직 급
여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 직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임직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모든 임신직원들에게 임산부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직원은 신청시 예비맘 패키지(인체공
학 의자, 건강보조제, 담요)를 제공받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하루 최대 2
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임
산부 강좌 수강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임신직원의 원활한 출
퇴근을 위해 월 10만원 한도 내 택시 이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심 콜택시, 홈 안심 서비스로
여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요

임직원들의 가족까지 세심하게 챙기다

현대홈쇼핑에서는 임직원들의 가족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여러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족 케어 복지제도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임직원
에게 학용품 세트와 CEO 축하카드를 제공하여 입학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관련 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능 합격기원 격려 선물(마카롱, 문화상품권, 에코백)과 CEO 격
려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여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출근(6시 이
전) 및 야간근무 후 퇴근(22시 이후), 공식회식(22시 이후)시 여직원 안심
콜택시(카카오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주거
형태 여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무인경비, 무선 원격제어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직원 홈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월

조기출근, 야간근무 시 여직원 안심 콜택시 이용

2시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10만 원 한도 내 택시 이용 지원

현대홈키즈 어린이집으로 워킹맘 고민 끝!

여직원 홈 안심 서비스 제공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홈쇼핑은 워킹맘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5월 정원 60명 규모의 현대홈키즈 어린이집을 현대홈쇼핑 본사 1
층에 개원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정원 60명 중 29명의 직원 자녀들이
입소 완료했고, 2022년도 9명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원아 수와 직원들 만
족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 세트

고3 수험생 자녀 수능합격 격려선물

2021년

29명 직원 자녀 입소

2022년

9명 추가 모집 예정

PC-OFF 제도

현대홈쇼핑은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 1월 유통업계 최초로 pcoff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퇴근시간에 PC가 자동 종료되
어, 퇴근 후 자기계발 및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
문화 정착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생활로 인한 직원 만족도도 높아져,
업무효율까지 증대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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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직원들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및 책임 승진자에겐
백서가 있으니까요~

현대홈쇼핑에서는 신입사원 및 책임 승진자에게 표준화된 가이드북을 제공
함으로써 처음 접하게 되는 업무 및 생활 전반의 안내와 기본 업무역량 강화
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입사원 백서에서는 입사기본사항(임금, 근태, 명
함신청, 시스템사용법, 제도 소개)부터 보고서 작성, 회의 진행방법, 업무 매
뉴얼, 선배들의 노하우 업무 수행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승
진 관리자를 대상으로 승진의 의미, 성과 창출, 올바른 부하 코칭법 등의 내
용으로 구성된 ‘책임승진자 백서’를 발간하여, 신규 관리자로서 올바른 역
할 수행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11월 19일?
방송 송출 20주년을 기념하다

성장전략 및 목표의식을 공유하다

현대홈쇼핑은 전 직원 공감대 강화 및 목표의식 공유 차원에서 분기별 사업
부장 주관 리더설명회를 언택트로 진행했습니다. 각 사업부의 실적 및 목표
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업무 동기부여를 제고시켰습니다. 추가
적으로 각 사업부별 리더노트 포스터를 액자로 제작하여 직원들이 상시적
으로 사업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임원과 직원간 주기적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지속적 정보공유 및 전 직원 목표의식 강화에 기여했

매년 11월 19일은 현대홈쇼핑 방송송출 기념일로, 직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
다. 2021년은 방송 송출 20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퀴즈쇼를 기획하였고, 회사 관련 퀴즈 문제를 통해 현대홈쇼핑의 제도 및
조직문화 홍보와 직원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랜덤 상품 추첨
을 통해 노트북, 블루투스 이어폰, H.point 등 다양한 상품을 직원들에게 제
공하였고, 전 직원에게 모바일 치킨 쿠폰도 지급하는 등 전 직원 모두가 즐
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방송송출

현대홈쇼핑에서는 비전2030 실천가치 내재화를 위한 조직문화 시나브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열정, 소통, 창의, 파트너십 4가지 실천가치 키워
드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슬로건을 제작하고, 전 직원 투표를 통해 키워드별
1등 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총 4가지 슬로건은 게시물과 사이니지
등에 노출시켜 직원 관심 제고 및 자연스러운 내재화를 유도했습니다.

현대홈쇼핑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다

현대홈쇼핑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행사 대신 당
사 전 직원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UV살균 소독/무선충전/탁상시계 기능
이 있는 멀티기기를 증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기념 선물로써
주요 바이러스 접촉 경로인 휴대폰, 시계, 필기구 등 개인용품의 상시 소독
을 통해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었으며, 평소에는 시계와 무선충전기로 활용
할 수 있어 직원들의 편리함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20주년 다양한 상품 제공 및 행사 진행

Career Academy로
자기주도학습까지 똑똑하게~

현대홈쇼핑에서는 직원들의 자기주도형 학습 트렌드 대응 및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주도적 자기계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Class101 동영상 콘텐츠
및 독서플랫폼(밀리의서재, 리디셀렉트, 윌라)을 매월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
다. 2021년 Class101은 450명, 독서플랫폼은 1,761명이 참여하는 등 직
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고, 자기주도학습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Class101 참여

450명

독서플랫폼 참여

1,761명

현대홈쇼핑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과정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
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월별
국내 유명 박람회 및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사내 게시를 통해 안내하여
자율적인 참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Career Academy+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교육과 프리미엄 특강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30개
강좌를 개설하여 총 1,047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습니다.

사이랜 프로그램으로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다

현대홈쇼핑은 사업부 소통 활성화와 팀워크 향상을 위한 ‘사업부원 이리모
여 랜선소통하자(사이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Zoom을 통해 사업부원 간 소통하며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부에
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직원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바텀업 방
식으로, 온라인 방탈출 & 퀴즈쇼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총 11사업부
의 879명이 32차수로 나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부원 간 상호 소통하
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총

비전2030 실천가치
내재화 캠페인을 진행하다

2021년
총

30개 강좌 개설

1,047명 온라인 참석

11사업부 879명

32차수로 나눠 프로그램 참여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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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는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포상제도 및 자기계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족사랑 Day

현대그린푸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휴식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매월 1회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전 직원이 공통으로 휴식을 취하는 ‘가족사
랑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괄 휴무를
진행함으로써 유관부서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임직원들이 오롯이 휴
식에 집중할 수 있는 질 높은 휴식환경을 제공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완전 자율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은 물론 티셔츠에 청바지, 후드티, 운동화 등 개성을 살린 자유로운 복장으
로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의 금지 조항 등 복장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임직
원의 옷차림을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직원 만족도와 제도 수용
성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다~ 퍼스트펭귄 포상제도!

239개 업무노하우를
사내 정보공유 플랫폼에서!

현대그린푸드는 2017년부터 퍼스트펭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스트펭귄이란 두려움을 무릅쓰고 먹이를 얻기 위해 무리 중 제일 먼저 바
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말합니다. 현대그린푸드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의 관행을 깨고 새롭게 도전하는 직원들을 매월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사
에 공유,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퍼스트펭귄 재심사를 정식
도입하여, 최초 심사 시 성과가 미미하여 수상하지 못했던 사례도 업무 개선
여부에 따라 포상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직원들을 늘 응원합니다.

2회 연속!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현대그린푸드는 2018년 처음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을 획득한 후
2021년 10월, 2회 연속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장
애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
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아낌없
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2회 연속 우수사업주로 선정

개인의 성장도, 업무 전문성도
둘 다 잡을 거예요!

현대그린푸드는 직원들이 ‘개인의 성장과 업무 전문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
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계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
인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
래스101’, ‘해커스’, ‘에듀윌’, ‘파고다’ 등 다양한 업체 제휴를 통해 직원들의
독서, 취미 활동, 어학, 자격증 공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외
특성화대학 협약, 사외위탁교육 지원, 자체 직무교육 플랫폼인 그린캠퍼스
등 다양한 전문교육 채널도 운영하여 더욱 더 다양한 자기계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직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내 정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의 모든 것’ 게시판을
통해 구매, 식자재 영업, 급식사업 등 분야별 239개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
함으로써 누구든지 게시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
가이드북(e-book)’ 제작으로 신규 입사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한 인사·노
무·복리후생 등 주요 제도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239개 업무 노하우 공유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는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5가지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다!

여성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모성보호센터를 운영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대
바이오랜드는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
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2021년 12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CEO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
친화경영 만족도 등 25가지 운영실적 평가에서 총점 96.3점을 받아 우수
한 성적으로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관련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와 신청방법
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성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
성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현대그린푸드의 특성에 맞게 임신기간 단축근
무, 출산 휴가, 경조금, 육아휴직, 난임 치료 등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는 콘
텐츠를 운영하며, 휴직자들의 복직과 원활한 적응을 위해 회사 소식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관리자와 1:1 채팅 기능을 통해 실
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임직원 할인 혜택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
리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완전 자율복장으로 자유롭게

82

현대그린푸드 | 현대바이오랜드

83

한섬

한섬은 전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

IM DAY에는 회사 밖으로 출근해요!

현대리바트는 직원들이 더 즐겁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다채로운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간의 높은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Inspiration : 패션과 관련된 영감을 받고 +
Motivation : 업무에 적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섬에서는 조직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 및 업무동기
부여를 위해 IM 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M DAY는 Inspiration
의 ‘I’와 Motivation의 ‘M’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으로, 패션과 관련된 영감
을 받고, 업무에 적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시, 박람회, 핫
플레이스, 세미나 등 패션과 관련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기계발 활
동을 권장하기 위해 분기 1회, 회사 밖으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2021년에는
패션 전문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2022년부터는 전 직군을 대상
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분기

한섬에서는 조직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간의 칭찬 릴레이인 ‘땡큐넥
스트[Thank U, Nex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부터 시
행한 이 제도는,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직원에게 손편지를 릴레이 형
식으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매주 2명씩 선정되며, 대상자에게는 씨마크
숙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명의 직원이 땡큐넥스트로 선정되었고, 전
직원 선정 시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2개 사업부, 3개 브랜드, 7개 부서 단체부문 수상
44명 개인 부문 수상

내가 정한 퇴근시간에 PC가 자동으로 꺼져요

현대리바트의 <사람책>은 신규 입사자들의 사내 조기 정착을 위한 인터
뷰 콘텐츠로 입사 계기, 입사 전 경력, 입사 각오 및 좋아하는 음식, 여행지,
MBTI 등 사소한 취향까지 기존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입니
다. 2020년부터 진행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10명의 신규 입사자들을 소개한 <사람책>은 기존 임직원들의 신규 임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높이며 높은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문화

오아시스 데이를 아시나요?

퇴근 후 여가생활 증진과 자발적 업무 몰입을 위한
<‘5’아‘시’스데이>

현대리바트가 2020년부터 시행한 ‘오아시스데이’는 매월 2주차 금요일에,
정시 퇴근시간인 6시보다 1시간 이른 5시 퇴근을 권장하는 제도로, 임직원
의 호응이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짧은 시간 내 높은 근무 집중도를 발휘하
는 동시에, 퇴근 후에는 여유를 즐기거나 자기 계발 활동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데이는 ‘5시 PC OFF제’, ‘연장 품의 지양’, ‘경영진/팀
장 솔선수범’을 모토로 임직원의 Work & Life Balance를 장려하는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즐거워지는 마법

한섬에서는 직원들의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근절하고, 합리적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PC-OFF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퇴근시간에
PC가 자동 종료되어, 자기계발 및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시 퇴근 문화 정착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생활로 인한 직원 만족도도 높아져, 업무 효율까지 증대되는 1석 2조의 효
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분위기 환기를 위한 <출·퇴근송 스트리밍>

“It's my day, 힘차게~ 웃으며 출발하는 거야~ ♪” 아침 8시 29분, 사무실
에서 울려 퍼지는 현대리바트의 출근송 <It's my day>입니다. 임직원들의
아침 출근길을 상쾌한 시작으로 열어주고자 기획되었으며, 약 1분간 재생되
는 노래로 하루 업무의 시작을 알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아침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직
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오후 5시 59분 송출되는 현대리바트 퇴근송을 추가
기획하여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신나는 음악으로 퇴근을 알려주며, 하
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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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의 ‘젊디젊다’는 사업부별 다양한 개발팀의 선임급 디자이너들
이 모여 아이디어와 정보,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6개월간 매월 1~2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공간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현대리바트 세트 패키지
구성안 제안, 개발 프로세스 비효율 분석, 서울 디자인 페어 참관 등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젊디젊다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나눌 수 있어, 젊은 디자이너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입사자 소개 프로그램 <사람책>

연말 포상제도로 열정을 응원하다

'땡큐넥스트'로 칭찬 릴레이를 펼치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젊’고 ‘다’양한 생각 <젊디젊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현대리바트 사람책

1회, 회사 밖으로 출근하는 날

한섬에서는 그룹 포상과 더불어 한섬 연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설문조사 점수, 영업목표 달성, T/F 성과 등의 지표를 통해 베스트
조직문화상, 베스트 브랜드상, 베스트 협업상, 베스트 R&D상을, 개인에게
는 베스트 시도상, 베스트 성과상, 소통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는 2개 사업부, 3개 브랜드, 7개 부서가 단체 부문을, 44명이 개인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개인 부문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원주도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젊디젊다, 이름부터 색다르게~

한섬 | 현대리바트

“사회에서의 첫 직장인 현대리바트에 입사하며 굉장히 낯설었지만, <사람책>을 통

해 동료분들께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업무 긴장도도

완화되었고, 주변 동료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 <사람책> 인터뷰 참가자 리빙영업팀 전우빈 선임

지금까지 총

210명의 신규 입사자들을 소개

새해 소망을 빌어봐요~ 소망트리로!

현대리바트만의 즐거운 연말 행사 <새해 소망 트리>

직원간의 연말 모임이 불가능해진 2021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새롭
게 다짐하기 위해 현대리바트 3개 사무소에 ‘소망트리’가 심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여 현재도 진행 중인 새해 소망 트리 이벤트는 새해 소
망, 각오, 동료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등을 소망카드에 적고 트리에 걸어 전 임
직원이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재택근무 및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임직
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사연 접수를 받아 매년 100여 건의 다양한 메시
지가 모이고 있으며, 이 중 감동적인 사연으로 당첨된 10여 건의 사연은 사
내게시판에 공유되어 임직원 모두가 따뜻한 연말,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연 접수

100여 건 / 당첨 사연 공유 1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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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부서 이해에 대한 모든 것! 우.팀.소

현대리바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
간, 직원 간 이해도를 높이며, 다양한 포상제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장
려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우.팀.소)>

현대리바트의 <우.팀.소>는 신설 부서 혹은 직원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
는 부서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성원들의 타부서의 업무 이해를 돕고
자 진행하고 있는 부서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한 소통 프
로그램으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총 15개의 팀을 대상으로 팀
전체 구성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부서에서의 역할, 업무시의 보람 및
애로사항, 목표 및 각오 등을 콘텐츠로 담고 있습니다.

현대드림투어

현대드림투어는세대별, 직급별, 직무별로 세분화된 포커스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대별, 직급별, 직무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현대드림투어는 인사제도 변경 후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팀장 주관으로 직무별 인사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와 실무자급 간담회인 「낀세대와 신세대의 세대공감 Talk」를 통
해 세대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업/사무직군 선임급 간담
회를 통해 현대드림투어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듣는 등
세분화된 포커스 간담회 진행을 통해 여러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한국여행업협회 주관
DT 교육으로 직원 역량 업그레이드 완료!

“저희 팀(서비스혁신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
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팀 구성원들의 역할과 업무뿐 아니라 저희의
신규 서비스까지 사내에 홍보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우.팀.소> 7편 참가자 서비스혁신팀 홍현진 선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해요!

• 2021년 현대리바트 도전 장려 포상제도 운영 •

아이디어 모여라, 리-서치 광장으로!

• 사내 아이디어 제안 창구 <리-서치 광장> 운영 •

현대리바트의 <리-서치 광장>은 사내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
하기 위한 제안 창구입니다.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실행 검토 결
과를 현업 부서에서 7일 내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 제안 사례
집인 ‘리서치 페이퍼’를 발간하여 분기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등급에 따라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디어&네이밍 공모전, 100번째 아이
디어 주인공 이벤트, 우수 참여 부서 포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
과 2021년 12월 기준, 누적 제안 129건 중 71건의 아이디어를 실행 완료,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참여 혜택과 플랫폼 개선을 기획 중에 있습
니다.

현대리바트는 임직원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의미 있
는 유·무형의 성과를 창출해낸 ‘위대한 도전상’을,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의
미 있게 실패한 임직원에게는 ‘의미 있는 실패상’을 수여하고, 승진 포인트
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54명의 임직원이 응모하였고
1차 팀장급 심사 위원회와 2차 임원 평가를 거쳐 ‘위대한 도전상’ 14명, ‘의
미 있는 실패상’ 2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상자들
의 공적서를 취합하여 ‘임팩트 스토리북’을 발행하며, 임직원들이 사내 새
로운 시도, 도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도전상

14명, 의미 있는 실패상 2명 포상

지속적인 교대근무에도 업무정보 빈틈없이공유해요

현대드림투어는 휴업으로 인한 교대근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월간/주
간 회의록 공유(월 2회) 및 위클리 뉴스(주 1회) 게재를 통해 주요 현안 및
CEO 지침/안내를 상시 공유하여 교대근무로 인한 정보공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주요 사업 및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버다임

현대에버다임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고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개선 포상 제도 및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드림투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한국여행업협회 주관 DT 교육 등 휴
업 기간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독려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
대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 직원 100%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81%에 해당하는 강의 수강율을 보여주었으며, 총 이수시간 994시간인 한
국여행업협회 주관의 DT 교육에는 총 32명이 수강하는 등 전 직원의 전폭
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DT 교육

강의 수강률 81%

전직원 100% 발급

총 이수시간 994시간 / 32명 수강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응원하다

현대에버다임에서 2018년 새롭게 선보인 업무개선포상 제도는 원가절감,
프로세스 개선, 신제품 개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포
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에는 총 32건 포상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포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진행되었던 모범사원 선정방식을 기존 임원 추천제에서 직원투표
방식(임원 60 : 직원 4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들의 열정적인 아이디어들을 응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다

누적 제안 아이디어 총
아이디어

기업문화

현대에버다임은 직원들의 성장을 독려하고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21년 2월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를 설립하였습니다. 사내 공
지 후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 제도는 업무와 연관된 자격
증을 취득한 직원들에게 연간 약 1천만 원의 실비 지원 및 인사고과 가산점
을 반영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였습니다.

129건

71건 실행 완료 및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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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친화제도의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비대면 화상회의실로 자유롭게 소통하다

직급별 역할 확립 캠페인으로 팀워크 문화를 지원하다

현대퓨처넷은 사무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공간 제약 없는 소통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Logitech의 파트너사인 씨넥스존과 협업하여 깨끗한 화질과
음질로 실시간 비대면 화상회의 솔루션이 적용된 회의실 3곳과 언제든 협
업이 가능한 중·소형 회의실 6곳, 자유로운 전화통화를 위한 1인 통화부스
를 비롯해 사무실 곳곳 원형 테이블과 스탠드형 테이블을 신규 조성하여 공
간 제약 없는 소통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연한 소통공간은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현대퓨처넷의 조직문화 키워드인 오픈, 소통, 도전의
장이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올바른 직급별 역할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직급별
역할 정립 키워드를 공유하였습니다. 팀/파트장과 팀원 간 서로가 생각하는
역할 수행을 청취하여 직급별 역할 정립 키워드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직급별 역할 설명회와 H-ART 사내게시판 공유를 통해 올바른 팀워크 문화
장착에 앞장섰습니다.

'New Challenge Award'로 도전을 장려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성공, 실패와는 별개로 새로운
시도를 실천하거나,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을 행동으로 옮
기는 직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포상 제도 ‘New Challenge Award’
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고 포상심사를 수시
로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실천 사례를 더욱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입니다.

금요일 5시엔 조기퇴근, '금요일에 만나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다

현대퓨처넷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
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대퓨처넷은 최초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녀출산,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1
년 12월 재인증을 획득하여 3년간 인증이 유효합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소통 활성화,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과 포상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대회
「복면카왕」 생중계 관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퓨처넷은
2021년 7월부터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가족, 지인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금요일 월 2회 자유롭게 조기퇴근하여 직원 리
프레쉬 및 Work & Life Balance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사내방송을 통해 조기퇴근시간 안내방송을 송출
하고 있습니다. 조기퇴근 제도는 눈치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를 이끌어내
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 / 금요일 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회사내 일과 생활 균형제도와 근로자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2년 연
속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이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 개선한 대한민국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고용노동부 주관으
로 이루어집니다.

2회 조기퇴근

'제페토'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7월
한 달간 젊은 소통문화이자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급부상한 메타버스에 대
한 임직원들의 직접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제페토’ 내에서 비대면 소통 프
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페토 월드에 입장한 참여자들은 조별로 자유
로운 단체 미션을 수행하고 챌린지를 완수한 참여자들에게 치킨 기프티콘
을 발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자리 으뜸 기업

2년 연속 선정

일자리 및 일자리의 질 개선

열린경영설명회로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회사의 주요 현안 및 사업 방향성을 직원들과 공유하
기 위해 2021년 6월, 상반기 ‘열린경영설명회(H-Connect)’를 시행하였습
니다. 2020년 리뷰 및 2021년 사업계획 및 8대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부
서 간 직원 질의사항의 사전 접수를 통해 담당 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열린경영설명회는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직원이 열
람할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H-ART)에 게시되었습니다.

언택트 프로그램으로 리프레쉬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의 장기화로 침체된 직
원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대면 사기 진작 프로그
램을 고민했습니다. 2021년 5월, 우승 상품으로 씨마크 숙박권이 걸린 전
직원 자율 참여형 모바일 게임대회 「복면카왕」을 운영하여, 매일 점심시간
을 이용해 진행된 대회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중계
하여, 직장 생활의 활력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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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IT&E

현대IT&E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
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린 소통의 시간,
체인지메이커로 자유롭게!

현대IT&E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선발된 내부 직원이 의견을
나누는 열린 소통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복장 자율제’, ‘건강검진
기관 확대’,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등 실제 근무환경과 밀접한 주제 검토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다양한 직원 의
견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내부 선발 직원의 소통 시간

'Self-Up' 운영으로
직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다

현대IT&E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트렌드와 MZ세대의 자기
계발 요구에 맞추어 4곳의 온라인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직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콘텐츠는 자율에 따라
과목과 기간을 선택 가능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
격증 취득 및 도서 구매 등 IT 인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
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기관

기술블로그 '테크 스택'으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다

4곳과 협업

교육 콘텐츠의 과목과 기간 선택 가능

'스타트업 데이'엔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요

현대IT&E는 지난 2019년부터 사내 신사업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스타트업 데이'를 시작했습니다. 현대IT&E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스타트업 데이'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두 배 많은 현대IT&E 직원들이 경진대회에 도전하였으며, 약 230명의 직
원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가팀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화 검토까지 진
행하는 만큼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도 '첫 사내 스타트업'이 추진되길 기대하
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 경진대회 도전 직원
약

2배 증가

230명 직원 참여

2021년 현대IT&E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블
로그 '테크 스택'을 오픈했습니다. '테크 스택'은 현대IT&E의 업무 노하우 축
적과 지식 공유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 간
소개의 장 'Team & People' 카테고리와 IT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인원을
리더로 선발하여 해당 분야의 IT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Tech Leader'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Amazon Web Service Select 파트너로 승급하다

현대IT&E는 2021년 5월 AWS 클라우드 컨설팅 Select 파트너로 승급하
였습니다. AWS 파트너 제도는 클라우드 운영 대행 서비스를 위해 IT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에 따라 파트너 레벨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대IT&E는 AWS 기술 인력 양성,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자 다수 확보 등을
통한 임직원 역량 향상은 물론 더현대서울 언커먼 스토어, 백화점 우수 고객
라운지 얼굴인식 서비스 구축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Select 파트너
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Advanced 파트너 승급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활용 간담회로
직원간 소통을 이끌어내다

현대IT&E에서는 신입사원들과 임원간의 소통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임원과의 대화를 개성
있는 캐릭터를 통한 접근으로 한층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
니다. 짧은 시간의 비대면 만남이라 아쉬움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리테일 테크 LAB'으로 과제 연구에 몰두하다

현대IT&E는 2021년 8월 23일 연구 전담 부서 설립 신고를 완료하였습니
다.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주관하는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신
고 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기업 연구 개발을 촉진하
는 제도입니다. '리테일 테크 LAB'에서는 이미 언커먼스토어, 얼굴인식 시
스템 도입으로 사내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는 스마트스토어 고도
화 및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제 연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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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C

현대L&C는 사내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및 교육 플랫폼 다각화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이지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사내 커뮤니티로 소통하다

현대이지웰은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 소통 활성화를 위한 창의
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즐겁고 활기찬 사내분위기 조성을 위
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내 커뮤니티 ‘스파크’ 오픈 •

현대L&C는 2021년 10월 회사차원의 공식 통합 커뮤니티 채널을 오픈하여
69건의 메시지와 520건의 좋아요, 178건의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커뮤
니티를 통해 업무관련 궁금증, 개선 필요 사항,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궁금증, 아이디어 소통의 장

• 본사 내 공유 오피스 조성 및 사내 도서관 조성 •

현대L&C는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여, 사업장 및 지사 직원 출장 시 업무 가
능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이 온라인, 화상교육을 위한 개인별 수강공간과 사내도서관을 마련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급별 소통 간담회 ‘믿을맨포럼(과/차장급)’,
‘봄포럼(사원/대리급)’ 진행 •

현대L&C는 직급별 토론회를 구성하여 사업부별 이슈를 공유하고, 주제토
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 1회 진행되는 포럼을 통
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및 교육 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1인 1기 도입’ •

현대이지웰은 일과 가정 양립, 가족 케어 복지제도, 모성보호제도 등의 가
족친화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심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인증은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수능, 입학, 배우자 종합검진까지~
가족케어로 든든하게

현대이지웰은 임직원들의 초등학교 입학 자녀 및 수능 자녀 격려 선물을 대
표이사 격려편지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복지포인트 제공, 배
우자 종합검진(격년) 등 다양한 가족 케어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더
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이지웰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주관하여 각 직급별 직원들과 회사 주
요 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직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고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다양한 소통 자
리 마련으로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호천사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 업무 적응도 원활하게

현대이지웰은 신입사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 및 업무 코칭 활성화를 위해
입사 후 3개월간 선배사원을 지정하여 수호천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신입사원의 업무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코칭, 타
부서 직원들과의 연결을 통해 신입사원이 안정적으로 회사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패셔니스타' 아침방송으로 당신을 칭찬해요

현대이지웰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침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주요 이슈, 직원 간 칭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 100여 건의
칭찬/격려 사연 중 매월 3건의 사연을 방송하며, 그 외 사연은 사내 게시판
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월

3건의 사연 방송

연차 사용도 합리적으로!
'반반차 제도'가 있으니까요

현대L&C는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1인 1기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내부 전문가 육성을 지원합니다. 자발적인 신
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직원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
취함으로써 발전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이지웰은 2021년 임직원들의 합리적인 연차 사용 문화 정립을 위해 반
반차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반반차 제도’란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
연차를 쓸 수 있는 제도로, 0.25일의 연차가 소진되는 식으로 반반차를 4
번 사용하면 연차 1일이 소진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연차 사용 방식
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사업부 간 ‘크로스 교육’을 통한 회사 전반 이해도 제고 •

현대L&C는 ‘크로스 교육’에서 사업부별 제품 소개 및 시장 현황, 시스템 교
육을 통해 사업부별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업무지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직무 간, 사업부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 및 공정 소개 관련 자료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판에
공유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 신규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개인의 성장 지원 •

현대L&C는 최신 트렌드에 맞춘 교육 플랫폼을 도입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
를 제공합니다. 직무 관련 교육 강좌 구독권, 오디오북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기업문화

현대이지웰은 직원들이 업무 내외적인 각종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
도록 전문상담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업
무 효율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다

69건의 메시지, 178건의 댓글

1인 1기, 교육 플랫폼 다양화로
직원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다

전문상담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없어요!

체인지 메이커, 시너지 포럼으로 직원 소통 강화

2시간 연차를 쓸 수 있는 ‘반반차 제도’

반반차

92

현대L&C | 현대이지웰

4번 사용 시 연차 1일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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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윤리경영

현대백화점그룹 모든 임직원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윤리경영에 있음을 깊이 인식

하여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룹윤리헌장 中>

주요 성과

현대백화점그룹에서는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하여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성장 )

1999 ~ 2005년

윤리경영
조직 구성

‘그룹 윤리 위원회’와 그룹 전반의 윤리경영 관리를 맡고 있는 ‘윤리 실천 사무국’, 그리고 각
힘쏟고 있습니다.

‧ 윤리규범 선포

‧ 평가제도 지속 개선

‧ 윤리실천지침 제정

‧윤
 리경영 실천도
평가제도 도입

‧ 기업문화로 체질화

( 윤리 실천 사무국 )

( 그룹 윤리 위원회 )

윤리경영 제도
관리 및 평가

최고 의결 기구

구분

임직원

2018

10,625

2017

3

2019

( 윤리 실천 위원회 )

2020
2021

각 계열사 및
백화점 사업소별 운영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피드백을 통해 윤리경영

제보 접수를 통해 비윤리 ‧ 불법행위 적발

윤리교육 진행

신입사원, 진급자 등 각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제보 Hot-line 운영

WEB
TEL

POST

E-mail

부록

42,585

14,652

59,714

11,568

3

10

현대퓨처넷

2

http://ethics.e-hyundai.com (백화점그룹 윤리경영) 내
‧ 윤리신고센터 : 윤리경영 제보 창구
080.554.2233 (제보 전용 전화)

4

현대백화점면세점

1

ethics@the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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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윤리경영

45,352

윤리경영 관련 교육 수강인원
1,564

8,745
1,210
441

340

0

472

현대IT&E

1

594
730

0

143
610

현대바이오랜드

0

358

합계

72

22,396

1

(단위 : 건, 명)

5,040

1,826

3

(설문 대상자, 단위 : 명)

40,202

9

현대L&C

323

윤리경영 정착 및 윤리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윤리경영
기업문화로
정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4층(우06181)

7

현대렌탈케어

현대이지웰

향후 추진계획

31

현대그린푸드

현대드림투어

협력사

11,452

현대홈쇼핑

현대에버다임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리신고센터 운영

‧ 전 직원 윤리경영 교육/
실천 서약

39,865

제보조사 건수

한섬

현대백화점그룹의 비윤리적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제보 HOT-LINE 및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직영사원, 협력사(원) 대상 매년 평가 실시

‧ 일하기 좋은 회사 추진

‧ 사회가치 변화 반영한
윤리규범 개정

7,378

구분

현대리바트

윤리경영 실천도 평가

‧ 고객 정보 보안

2021년 제보조사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 현황
현대백화점

운영 현황

‧ 윤리 실천조직 완성

2020년~지속

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도 설문조사 진행

2

( 재도약 )

2007~2019년

윤리경영 실천도 진단

사업소별 ‘윤리 실천 위원회’를 통해 현대백화점그룹의 윤리경영 기조 강화 및 제도 정착에

1

( 성숙 / 고도화 )

2006년

‧ 정화운동 실천지침
‧ 사이버감사실 운영

실질적인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 정착 )

중점 추진 내용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
‧ 접근성 향상

‧ 선제적 예방활동

‧ 윤리사고 재발 방지

활동 계획

협력사와 공감대 형성, 실효성 있는 윤리활동
‧ 윤리신고센터, 윤리실천지침 모바일 안내
‧ 윤리경영 실천도 진단 결과 피드백

‧ 사례 중심 윤리경영 캠페인 /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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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연혁

현대백화점그룹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오늘의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4-2015
2014. 04.
2014. 05.
2014. 06.
2014 . 10.

1985-1992
1985. 04.
1986. 04.
1986. 06.
1987. 08.
1991 . 02 .
1992 . 02 .
1992 . 11.
1 9 92 . 12 .

제1회 FGI 자선 대바자 행사 개최

2014 . 12 .

제1회 현대어린이미술대회

1993-1998

서울장애인올림픽 기금마련을 위한 도화전 개최

1 9 93 . 10.

제1회 현대가족사진촬영대회

중국 북경조선어학교에 성금 및 도서 1,000여 점 기증

1 9 93 . 12 .

본점, 사랑의 대바자회 개최

1995. 02 .

부평점, 낙도어린이돕기 바자회 개최

무역센터점, 디자이너 선교회 결핵환자촌 돕기 자선바자회 개최

1995. 06.
1996. 03.
1998. 08.

2015 . 01 .
2015. 03.
2015. 05.

울산점, 사할린동포 모국방문돕기 자선대바자회 개최

2015. 08.

무역센터점,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자선바자회 개최
(성모자애재활원)

2015. 11.

현대백화점, ‘수재민돕기운동’ 전개, 자선바자 및 복구지역 인력 지원

2012 . 05.

2012 . 10.

2001. 05. 현대백화점 11개점,
저소득 모자가정돕기 자선바자회

2013. 02 .
2013. 03.

2003. 05. 현대홈쇼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
‘장애인개성마당’ 후원

2013. 08.
2 013 . 12 .

2004. 03. 본점, 제1회 그린마켓 실시

2006. 07.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설립

2006. 09.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아동결연사업 실시
2006. 10. 이주여성을 위한 온누리 센터 지원
2006. 12. 제1회 지역예술인을 위한
현대충북예술상 제정

2016. 11

현대백화점, 연말 저소득층 지원 사업 5억 원 집행
(연탄 20만 장, 김장 200가구, 복지시설 31개소)

2 0 1 7. 0 1

한국사회적기업 진행원 MOU 체결

2 0 1 7. 1 2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개관

2018 . 0 8

현대리바트, 저소득층 가정 친환경가구 지원 사업 실시 (연간 1억 원)

2016. 12

2 0 1 7. 0 4

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20만 장)

2 0 1 7. 0 8

현대백화점, 네팔 지진 피해 아동 지원 (1억 원)

2018. 02

한섬,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의료지원 (1억 원)

그룹 파랑새 고객봉사단 발대식 (제 1기 614명)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중소 협력사 동반성장 기금 조성
(140억 원)

2019. 02
2 01 9. 0 4
2019. 12

2007. 03. 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2010. 01.

2007. 06. 제1회 충북대·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2010. 05.

2008. 05.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36명, 1억 원)

2010. 09.

2008. 09. 현대홈쇼핑, 청년인재 육성 장학금 19억 원 전달

2010. 12 .

2009. 03. 대구지역 장애아동 지원사업 (30명)

2011 . 03 .

2009. 10. 현대홈쇼핑, 그린다큐 공모전 실시

2011. 08 .

2007. 04. 청주대학교내 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2010. 04.

2007. 06.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대상 ‘사랑나누기 캠페인’ 실시
2008. 05. 대구지역 불우아동 지원 사업계획 발표

2010. 11.

2008. 10. 현대홈쇼핑, 장애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Do Dream’ 실시

2011. 01.

2009. 07. 장애아 보정용 신발 지원

2011 . 05 .
2011 . 0 9.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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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기금 (15억 원)
현대홈쇼핑, 희망On-Air 사회공헌기금 적립방송 진행

현대백화점,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1.5억 원)
현대그린푸드, 유네스코 희망의 급식소 지원 (아프리카)
현대백화점 사랑의 연탄나눔 (25만 장)

현대백화점그룹,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400대)
재단 방학중 학습지원 사업 (2억 원)
순직 경찰장학금 지원 (3억 원)

순직경찰관, 소방관자녀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그룹 신규 아동복지사업 개시 (총 8억 원)
보호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음악재능 육성지원 (클래식/실용음악)
육상학생선수 육성지원/소아암환아 학습 및 가발 지원 등
현대백화점, 사랑의 연탄나눔 (25만 장)

현대리바트, 아동환경개선 지원(1억 원) 홀트아동복지회

현대백화점그룹, 노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 (770대)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움직이는 미술관 운영

현대백화점, 헌혈캠페인 참여 연간 1만 명 돌파
(누적 6만 명 돌파)

2020-2021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혁신캠페인 5억 원 지원

2020. 01.

현대홈쇼핑, 보험모금 방송 ‘사랑더하기’ 실시 (연간 2억 원 모금)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자금 10만 불 지원 및 봉사활동
현대백화점,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10억 원

2010-2011

2007-2009

현대백화점, 사랑의 연탄나눔 (30만 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2억 원)

봉사나눔중개센터 오픈 (참여인원 264명)

2020. 02.
2020. 03.
2020. 04.

2011. 11.

부록

2016 . 04

현대백화점그룹 세월호 피해 지원 성금 15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2012-2013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1,000여 명 꽃동네 봉사활동

2001-2006

2005. 12 . 청주시의 상징인 직지 조형물 및
무심천 벤치 기증

2016. 01

2019. 01

삼풍백화점 지원 (구호요원 및 취재기자 지원, 물품지원)

2012 . 09.

2005. 05. 현대홈쇼핑, 사할린우리말방송국 후원 실시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세월호피해 지역 봉사 활동 및
무료급식 지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CRAFT 쇼핑백 선보임

2012 . 07.

2004. 08. 그룹 사회공헌 CI
(파랑새를 찾아 희망을 찾아) 선포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중소 협력사 자녀 열정장학금
5억 원 지원 (419명)

2016-2019

방과후학교 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대백화점, 친환경 가족농장 운영 실시

현대HCN 서초, 동작, 관악방송 디지털케이블공부방 오픈
(23개 아동복지시설)
현대그린푸드, 다문화가정 명절 문화체험행사
저소득 다자녀가정 후원사업 실시

현대백화점, 메세나 지원기업 9위

봉사활동 시무식 (사랑의 연탄 나눔)

현대드림투어, 영등포 쪽방촌 독거노인 지원사업 ‘동행7599’ 실시
공부방 생일파티 지원사업 실시

현대백화점 사랑의 연탄나눔 (25만장)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복구 기금 (10억 원)
후원물품 5천만원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순직해양경찰관 자녀 지원 (0.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 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후원 MOU (2억 원)

2020. 07.

친환경 DIY 장애보조기기 지원사업 후원 (1억 원)

2020. 08.

폭우 피해입은 수해지역 복구 기금 5억 원 후원
(전국재해구호협회)

2020. 12 .
202 1 . 01 .
2021. 05.
2021. 08.
2021. 11.
2 02 1 . 12 .

대전지역 저소득층 지원 (공기청정기, 건강식 KIT)
남양주지역 저소득층 지원 (건강식 지원)
현대백화점 사랑의 연탄나눔 (37만 장)

한섬 발달장애 예술가 양성 지원 1억 원 후원 (밀알복지재단)
현대백화점그룹 - 산림청 탄소중립의 숲 조성 협약 체결
현대백화점 멸종위기 수달 서식지 보전 활동 시행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경찰 - 5억 원, 소방 - 2억 원)

순직경찰관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70명, 1억 5천만 원)
현대백화점, 폐휴대폰 모으기 캠페인
청각장애어린이 돕기 캠페인

현대홈쇼핑, 장애우 인권상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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