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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첫째,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

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객과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

화하면서 우리의 주요 고객층과 특성 역시 변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고객을 재정의

하고 잠재고객을 발굴해 주십시오. 또한 고객의 필요

와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야만 치열한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 고객과 가치를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재점검하여, 

미래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해 주십시오.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 이머징 마켓에서의 전략을 재검

토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기반한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단순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업무에 일

부 활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그쳐서

는 안됩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사업구조에 적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육성해야 합니다. 더

불어 기존 사업은 전체적인 틀과 업무 프로세스가 디

지털 환경에 적합한지 재점검하여 혁신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

보다는 「빠른 실패(Fast Failure)」를 독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 환경은 급변하

고 있어 한치 앞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

을 먼저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됩니

다. 작은 도전과 빠른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여 환경 변

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롯데 임직

원 여러분 모두 누구보다도 빠른 실패를 경험해 나가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우리의 기본 방

침 아래 주변 공동체와의 공생을 모색하며 기업활동을 

해 나갑시다. 우리의 고객과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과 

함께 나누며 성장할 때 더 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것

입니다.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Lifetime Value 

Creator」로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함께 

가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롯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온 롯데 임직원들의 모습은 늘 저에게 가

슴 벅찬 자부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라면 새로운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롯데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새해 아침

회 장  신 동 빈

사랑하는 롯데 가족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 아침

을 맞아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

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은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그룹은 롯데정보통신을 상장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고, 해외시장을 지속

적으로 개척하며 기업가치를 높여 나갔습니다. 그룹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 여

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롯데 임직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세계경

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올해 역시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

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

전에 맞춰 구체적인 성장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

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구조와 업

무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는 비즈니스 전환

(Business Transformation)이 요구됩니다. 우리 그룹

의 생존은 이러한 혁신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무한경쟁 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Business Transformation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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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베트남 총리 면담 신동빈 회장,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기공식 참석 

close up January 2019

신동빈 회장은 12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베

트남 총리를 만나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 자

리에서 롯데의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지원

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담화를 나눴

다. 경영복귀 후 첫 해외 일정에 나선 신동빈 회장은 하루 전날인 3일 베트남에 도착

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현재 롯데는 베트남

에서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치민시가 경제허브로 개발 중인 

투티엠 지구에는 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 및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된 「에코스마

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노이에는 「롯데몰 하노이」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은 12월 7일 인도네시아 자바 반텐주에서 개최된 대규모 유화단지 기

공식(Ground Breaking Ceremony)에 참석했다. 롯데는 롯데케미칼타이탄을 통해 인

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로부터 약 47만㎡ 면적의 

부지 사용 권한을 매입했으며, 2017년 2월 토지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롯데는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이곳에 납사 크래커와 하류부문 공장 등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고 2023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설

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올해 중 건설사 및 대주단과의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롯

데첨단소재 역시 이 지역의 ABS 생산업체 인수 및 신규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향후 롯데 화학부문의 주요 해외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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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롯데 와우(WOW: Way Of Women) 포럼」 개최 롯데, 이웃사랑 성금 70억 원 기탁

롯데, 「롯데 뉴커머스 데이」 개최 롯데, 한국구세군에 5억 원 기부

close up January 2019

롯데는 12월 1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여성인

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 와우(WOW: Way Of 

Women) 포럼」을 개최했다. 「롯데 와우 포럼」은 롯데그룹

의 여성 리더십 포럼으로, 다양성 중심의 그룹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여성 간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

년 처음 마련됐다. 7회째를 맞이한 올해 「롯데 와우 포럼」

의 주제는 「Design your way」로, 이날 롯데의 여성인재들

은 조직에서 스스로의 길을 디자인해 성장하는 리더로 발

돋움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롯데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이웃

사랑 성금 7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롯

데는 사회공헌 브랜드인 「mom편한」을 발표하면서, 여성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국가적 난제인 저출

산 극복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 또한 지역사회 내 육

아환경 개선과 아동 행복권 보장 등 롯데가 추구하는 

「mom편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

용될 예정이다.

롯데는 12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롯데 뉴커

머스 데이(LOTTE Newcomers’ day)」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상반기부터 매년 두 차례씩 공채 합격자를 대상으

로 진행하는 「롯데 뉴커머스 데이」는 신입사원의 입사를 

축하하는 동시에, 신입사원과 그 가족에게 롯데에 대해 알

려 예비 롯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

다. 신입사원(87기)과 그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이

번 행사에는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해 롯데의 선

배들도 함께 자리해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롯데는 12월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겨울 한

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마음온도 37℃ 캠페인」을 위해 

한국구세군에 5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롯데와 구세군

이 지난 2016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캠페인 

「마음온도 37℃ 캠페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국내 어

린이복지시설 450여 곳과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 230여 

가구의 난방비 및 난방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

이다. 

2019_01✽76✽Lotte Family Magazine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이라는 업(業)의 특성을 살리면서 임직

원과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영업이익의 4% 이상을 사회공헌기금으

로 집행하고 있다.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활용한 「천사데이」 

롯데홈쇼핑은 2014년 9월부터 매월 하루를 「천사데이」로 지

정하고, 당일 주문 건당 1,004원을 적립해 소외계층에 기부하

는 「나눔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나눔릴레이」가 여타 사회공

헌활동과 차별화되는 점은 고객, 임직원, 비영리 단체 등이 홈

쇼핑 방송의 특성을 활용해 함께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

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나눔릴레이」를 통해 고객은 상품 

구매만으로도 기부금 조성에 일조하고, 임직원은 후원 단체 선

정과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비영리단체는 롯데홈쇼핑의 

사회공헌 파트너로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파악하고 지

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유니세프, 한국해비타트, 엄홍

길 휴먼재단, SOS어린이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사회

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장애인재단, 구세군, 환경재단, 굿네

이버스 등 다양한 단체들이 「나눔릴레이」에 동참했다. 

문화·교육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다

롯데홈쇼핑은 2013년부터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

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문화, 교육 수준

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 아동들에

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롯

데홈쇼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도서 산간 및 소외 지역

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빈 창고나 낡은 공간을 보수해 도서관으

로 변신시키고 있다. 도배, 장판, 누수 공사 등 환경 개선은 물론, 

도서보급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쾌적한 학습 공

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만을 이용해 공부방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의 신체에 맞게 제작된 책걸상 및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

다. 공사 전 대상 시설 현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환경 맞춤형으

로 지원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

단이 직접 참여해 도서 정리 및 공부방 청소 등의 봉사활동과 함

께 사진촬영, 종이 접기, 책 읽어주기 등 재능 나눔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1호점을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현

재까지 60호점이 개관됐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의 슬로건이다. 

롯데는 고객, 파트너사, 임직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며, 

사랑과 신뢰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보 「롯데」에서는 올해 

연간 기획으로 함께 가는 친구가 

되기 위한 각 계열사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달은 그 첫 번째로 

롯데홈쇼핑의 사례를 소개한다.  

롯데홈쇼핑,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온기를 채우다

기획 함께 가는 친구, 롯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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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릴레이」 방송 화면

「작은도서관」 건강 프로젝트

「작은도서관」 57호점 개관식



기획 함께 가는 친구, 롯데 ①

롯데홈쇼핑은 미래의 방송 인재 육성을 위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하 BCPF)과 함께 방송 제작산업 관련 

교육 및 진흥 프로그램 「BCPF 콘텐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으나 지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드라마 극본 공모전,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다큐멘터리 제작 등

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충남 아산 폐교를 리모델링해 「BCPF 콘텐츠학교」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청소

년 및 소외계층 학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을 약 170회 진행하며 방송 꿈나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3박 4일 동안 강원도 동해시 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BCPF 영상콘텐츠캠프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 도서 제작 프로젝

트 「드림보이스」도 진행하고 있다.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

애 아동들이 보다 폭넓은 학습과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장애인재단과 함께 음성도서 제작 사업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

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와 방송기술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음성지원 기능이 반영된 동화책 1,200세트를 제작해 복지시설 320

여 곳에 기증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도서 제작을 위해 한국장애인재단에 7,000만 원을 기부하고 음

성도서 1,000세트를 추가로 제작해 시각장애 아동 관련 복지시설 

300여 곳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사내 바자회를 진행해 

임직원들의 기증품을 포함, TV 홈쇼핑에서 판매

됐던 인기 상품 판매로 총 900만 원의 수익금을 

모았다. 여기에 임직원의 뜻에 공감해 회사가 동

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수익금 포함 총 1,800만 원의 기

금을 조성하고, 이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택배기

사를 위해 쓰자는 직원들의 뜻을 모아 전액 장학

금으로 기부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롯데홈쇼핑의 행복 나눔 

롯데홈쇼핑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희망수라

간」으로, 지난 2015년 영등포구청 내에 조리시

설 「희망수라간」을 건립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

한 반찬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희망수라간」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

범 사례로 거듭나며 2017년 12월에는 사회공헌 

우수기업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선유도 공원 가꾸기」

도 빼놓을 수 없다. 이 활동은 영등포구의 대표

적인 나들이 명소로 꼽히는 선유도 공원 일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꾸기 위한 환경정화 봉사

활동으로, 지난해에는 100명 규모의 샤롯데 봉

사단이 텃밭정원에서 해바라기 씨앗, 토마토 모

종 등을 심고, 온실 청소와 수생식물원 등 주변 

배수로를 청소하는 등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쓰기

도 했다. 

김유미_롯데홈쇼핑 홍보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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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바자회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 도서 제작 프로젝트

「BCPF 영상콘텐츠캠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설맞이 사랑의 음식나눔」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선유도 공원 가꾸기」 봉사활동



 

BU장,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사장 

롯데그룹 식품BU장 사장 이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김창권

롯데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이자형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사장 오성엽

 부사장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차원천

롯데쇼핑 마트사업본부 대표 부사장 문영표

롯데상사 대표이사 부사장 이충익

롯데푸드 대표이사 부사장 조경수

롯데칠성음료 음료BG 대표이사 부사장 이영구

롯데지주 HR혁신실장 부사장 정부옥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부사장 박찬복
(現 롯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겸임)

롯데GFR 대표이사 부사장 정준호

 전무 

LC Titan 대표이사 전무 이동우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전무 김성한

대홍기획 대표이사 전무 홍성현

롯데칠성음료 주류BG 대표이사 전무 김태환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전무 김정년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전무 강승하

롯데인재개발원 원장 전무 전영민

 상무 

롯데콘서트홀 대표 김선광(상무급)

롯데피에스넷 대표이사 상무보A 하기태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보A 김진엽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보A 정재학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보A 배우진

 사장 

롯데그룹 화학BU장 사장 김교현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사장 윤종민

 부사장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부사장 김종인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대표 부사장 석희철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부사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사장 임병연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사장 이 갑

롯데물산 대표이사 부사장 이광영
(現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겸임)

 전무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대표 전무 고원석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전무 고정욱

롯데렌탈 대표이사 전무 이훈기

 상무 

롯데유통사업본부 대표 상무 김용기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상무보A 이형규

 
롯데지주

■ 전     무 김태완, 조영제, 기원규 
■ 상     무 박인구, 김홍철
■ 상무보A 허진성
■ 상무보B 김진성, 서승욱, 정진훈 
 박상윤, 김준상

롯데제과

■ 전     무 정연학
■ 상     무 정재웅, 이민호
■ 상무보A 신래수, 김준연, 김대균
■ 상무보B 박재완, 진헌탁, 김대우
 오세록, Milan Wahi

롯데칠성음료 음료BG

■ 전     무 김찬수, 김상태 
■ 상     무 박윤기
■ 상무보A 진달래
■ 상무보B 김형준

롯데칠성음료 주류BG

■ 상     무 이원표
■ 상무보A 김윤종
■ 상무보B 김도훈

롯데푸드
■ 전     무 김재열
■ 상     무 이경석
■ 상무보A 임종구, 류하민
■ 상무보B 정병기, 김덕범

롯데중앙연구소

■ 전     무 이경훤
■ 상     무 임정훈
■ 상무보A 양시영
■ 상무보B 박기범, 조혁준

롯데유통사업본부

■ 상무보B 신학인

대홍기획

■ 상무보A 권오승
■ 상무보B 공승언, 유병선

롯데정보통신

■ 상무보A 남환우, 고두영
■ 상무보B 이원종, 장인산 
 정인태, 배선진

현대정보기술

■ 상무보A 김경엽
■ 상무보B 이종률, 한재호

코리아세븐

■ 상     무 박찬서
■ 상무보A 이정윤, 김영혁
■ 상무보B 박정후

롯데홈쇼핑

■ 전     무 김인호
■ 상     무 김재겸
■ 상무보A 오갑렬, 신성빈
■ 상무보B 송재희, 엄일섭, 박재홍

롯데호텔

■ 전     무 김현식
■ 상     무 김태홍
■ 상무보A 이효섭, 박종우
■ 상무보B 신인협, 이정주, 배현미

롯데면세점

■ 전     무 김준수
■ 상     무 김태호
■ 상무보A 이동대, 박성훈
■ 상무보B 김정현, 정삼수

롯데월드

■ 전     무 최홍훈
■ 상     무 권오상
■ 상무보B 김병근

롯데렌탈

■ 상     무 이승연
■ 상무보A 박주형, 이강산
■ 상무보B 신상훈, 조경현
 김상원, 최근영

롯데물산

■ 상무보B 최   영

롯데건설

■ 전     무 나동헌, 오기종
■ 상     무 변현갑, 이성열, 변휘석 
 선우환호, 최광우
■ 상무보A 이병관, 지승렬, 노규현 
 김상민, 장지영
■ 상무보B 김용영, 이강우, 강종구 
 이종석, 정영광, 김삼중 
 홍상균, 김재권, 유재용

CM사업본부

■ 상     무 박재원
■ 상무보A 최영균
■ 상무보B 이성종

롯데케미칼

■ 전     무 박현철, 강경보
■ 상     무 전병도, 조성택, 김성기 
 선우기병, 김윤석, 황민재
■ 상무보A 도재구, 임오훈, 이상현 
 나호성, 김응철, 박경선 
 김성권, 김길태
■ 상무보B 이태훈, 이범희, 이성기 
 윤종규, 장선표, 김태열 
 오옥균, 김세훈, 윤성택 
 조성민
LC Titan

■ 상무보A 정병찬
■ 상무보B 이진안

LC USA

■ 상     무 정승원
■ 상무보B 이웅재

롯데첨단소재

■ 상     무 양삼주, 장복남
■ 상무보A 정종훈, 양재호, 최철우
■ 상무보B 문형석, 신우철, 윤정희 
 신승식, 민병희, 이종호

롯데정밀화학

■ 상무보A 신준혁, 권의헌
■ 상무보B 신관수, 윤희용

롯데비피화학

■ 상     무 김정상
■ 상무보A 김종화

롯데알미늄

■ 상     무 이승련
■ 상무보A 박상갑, 한충희
■ 상무보B 정창명, 이승민

롯데카드

■ 상     무 이상규, 한정문
■ 상무보B 현갑만, 남현욱

롯데캐피탈

■ 상     무 백승철
■ 상무보A 하양호
■ 상무보B 배   교

롯데손해보험

■ 전     무 최기림
■ 상     무 이상희
■ 상무보A 이용서, 이장환, 강성대
■ 상무보B 김종현, 김웅희

이비카드

■ 상무보A 류부현

롯데미래전략연구소

■ 상     무 심명섭
■ 상무보B 조기영

롯데백화점

■ 부 사 장  장호주
■ 전     무 류민열
■ 상     무 유영택, 이선대, 현종혁 
 김상수
■ 상무보A 박   현, 김정현, 김영희 
 김명구, 최영준, 김두원
■ 상무보B 최광원, 조용욱, 김상우 
 정현석, 김혜라, 이건우 
 김종환

롯데마트

■ 전     무 장대식
■ 상     무 강민호, 정재우
■ 상무보A 서현선, 정원헌, 이상진
■ 상무보B 박세호, 남용욱, 박종호

롯데슈퍼

■ 상무보A 김동하, 이재국
■ 상무보B 조   준, 이병택, 정인구

롯데e커머스

■ 상     무 임성묵, 김혜영
■ 상무보A 김장규, 홍상우
■ 상무보B 이   혁

롯데하이마트

■ 전     무 김진호, 황영근
■ 상     무 하영수
■ 상무보A 공갑배, 이찬일
■ 상무보B 하수훈, 신현채
 조광규, 문병철

롯데컬처웍스

■ 상     무 지형수
■ 상무보A 김병문, 정경재
■ 상무보B 이미선

롯데글로벌로지스

■ 상무보A 정동욱
■ 상무보B 오국진, 조창락

롯데로지스틱스

■ 상     무 문종길
■ 상무보B 하종수

롯데지알에스

■ 상무보A 김치만, 이민규
■ 상무보B 홍성일, 김동진

롯데자산개발

■ 상     무 이상근
■ 상무보A 박준욱
■ 상무보B 송준헌, 윤재성

부산롯데호텔

■ 상무보B 이동주

롯데상사

■ 상무보B 이세호

롯데엠시시

■ 상무보A 김상명
■ 상무보B 이태환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 상무보B 유승용

낙천영광지산유한공사

■ 상     무 정은종
■ 상무보B 오수진

낙천기업관리유한공사

■ 상무보A 최만구

롯데멤버스

■ 상무보A 조민상
■ 상무보B 이복형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 전     무 양종식
■ 상무보A 김영도

롯데액셀러레이터

■ 상     무 김영덕

롯데네슬레코리아

■ 상무보A 김상진

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승
을 하 니진

축 합
다

롯데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2019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2019년 롯데

의 정기 임원인사는 차세대 인재로의 세대교체와 질적 성장 중심의 성과주의 인사로 요약된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등 향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룹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롯데는 올해 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강조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과 글로벌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룹에 혁신을 일으킬 새로운 인재들을 전면 배치해 

미래 50년의 성장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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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이자형
롯데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음료BG 

대표이사 부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사장

문영표
롯데쇼핑 마트사업본부 

대표 부사장

이충익
롯데상사

대표이사 부사장

정준호
롯데GFR

대표이사 부사장

김성한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전무

홍성현
대홍기획

대표이사 전무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롯데그룹

식품BU장 사장

차원천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부사장
(現 롯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겸임)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 부사장

이동우
LC Titan

대표이사 전무

정부옥
롯데지주

HR혁신실장 부사장

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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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김정년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전무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전무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사장

김선광
롯데콘서트홀
대표(상무급)

정재학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보A

하기태
롯데피에스넷

대표이사 상무보A

배우진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보A

석희철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대표 부사장

이 갑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사장

이광영
롯데물산 대표이사 부사장

(現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겸임)

김태환
롯데칠성음료 주류BG 

대표이사 전무

전영민
롯데인재개발원

원장 전무

김진엽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보A

김종인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부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사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사장

박현철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부사장

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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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고정욱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전무

이훈기
롯데렌탈

대표이사 전무

이형규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상무보A 

고원석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대표 전무

김용기
롯데유통사업본부

대표 상무

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이경훤
롯데중앙연구소

김인호
롯데홈쇼핑

김현식
롯데호텔

김준수
롯데면세점

장호주
롯데백화점

정연학
롯데제과

김찬수
롯데칠성음료 음료BG

김상태
롯데칠성음료 음료BG

김재열
롯데푸드

김태완
롯데지주

조영제
롯데지주

기원규 
롯데지주

승진
부사장

승진
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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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황영근
롯데하이마트

양종식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류민열
롯데백화점

장대식
롯데마트

김진호
롯데하이마트

박현철
롯데케미칼

강경보
롯데케미칼

최기림
롯데손해보험

최홍훈
롯데월드

나동헌
롯데건설

오기종
롯데건설

김진성 서승욱

김준상 박재완정진훈 박상윤

오세록 Milan Wahi진헌탁 김대우

정병기 김덕범김형준 김도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음료BG 롯데칠성음료 주류BG

신임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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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조경현장인산

김정현신학인

김상원정인태

정삼수공승언

김병근유병선

이정주박기범

신상훈이원종

배현미조혁준

김용영한재호 이강우박정후 최근영배선진 최  영이종률

정영광박재홍 김삼중신인협 강종구송재희 이종석엄일섭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유통사업본부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코리아세븐

롯데홈쇼핑 롯데호텔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롯데월드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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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신관수이성기

윤정희유재용

윤희용윤종규

신승식이성종

민병희이태훈

문형석홍상균

이종호이범희

신우철김재권

현갑만오옥균 남현욱김세훈 정창명장선표 이승민김태열

김웅희이진안 조기영이웅재 배  교윤성택 김종현조성민

롯데건설

LC USA

롯데첨단소재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미늄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롯데케미칼

LC Titan

CM사업본부

롯데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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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019년 정기 임원인사

홍성일김종환

이미선김상우

김동진박세호

오국진정현석

조창락김혜라

조광규최광원

하종수이건우

문병철조용욱

이동주조  준 이세호이병택 송준헌남용욱 윤재성박종호

오수진하수훈 이복형신현채 이태환정인구 유승용이  혁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낙천영광지산유한공사

롯데자산개발 롯데상사

롯데엠시시 롯데멤버스

부산롯데호텔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지알에스

롯데컬처웍스

롯데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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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건강 이야기 ①_「늘푸른의료재단」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티비와 신문,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연일 건강과 관련한 지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사보 「롯데」에서는 사우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자 「롯데 건강 이야기」 코너를 연간 기획으로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그 

첫 번째로 건강 이야기에 앞서, 롯데호텔의 기금 출연으로 롯데의 가족이 된 「늘푸른의료재단」을 소개한다. 다음 달부터는 보바스기념병원 

소속 의료진이 생생한 건강 소식을 전해줄 예정이다.

생명존중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다

재활의학 분야와 노인전문치료 역량이 융화된 병원 모델을 완성하고

자 2001년 설립된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은 「보바스기념병원」과 

「보바스어린이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개원 당시부터 

「보바스 재활치료」를 비롯해 앞선 의료서비스로 재활병원의 새로운 롤

모델로 거론돼 왔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 보건 산업으로부터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과 기흥

시 동백에 위치한 「보바스어린이의원」의 의료기관 2곳과 성남시노인보건

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550병상, 전문의 26명, 600여 명의 직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보바스기념병원」은 뇌성마비나 뇌졸중 같

은 뇌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해 평생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정신을 기려 설립됐다. 재활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영국 보바스재단으로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

게 병원명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다.

핵심 진료과인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재활, 

건강증진, 뇌건강, 호스피스 완화의료, 가정간호 등의 특화 

센터와 다양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임상영양서비스를 비롯

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갖춘 것이 특징

이다. 특히, 인지재활·뇌신경재활을 포함한 재활치료 분야

와 치매·파킨슨·뇌졸중 등의 신경질환 분야 그리고 내분

비·소화기·호흡기 등의 중증 성인질환 분야,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분야에서 탁월한 의료서비스로 그 명성을 쌓아 나

가고 있다. 

또한, 「늘푸른의료재단」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소아재활 

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뇌성마비,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해 「보바스어린이의원」을 열어 양질의 어린이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언어와 문화적 고립

을 극복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바스국제병

동」을 개원해 치료의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국제 의료산업 

교류와 이를 통한 혁신이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기 위

한 핵심 역량이라는 명제하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헤르미

나병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보건청(HAAD), 두

바이, 중국 등과 계약을 체결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도 적

극 나서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과 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은 2016년 롯데의 기금 출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연 이

후 새로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최신 의료장비 

교체, 인테리어와 조경 등 대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준뿐 아니라 치

료환경도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와 함께 가치를 나누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지역사회 의료봉사뿐 아니라 저소득 

환자 및 말기 암 환자의 의료비, 간병비, 가정방문 호스피스 

지원과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

고 있다. 최근에는 「맘(mom)편한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롯

데의 다양한 계열사들과 사랑나눔 바자회, 환자를 위한 문

화공연, 장애아동을 위한 보장구지원사업, 외국인을 위한 

서울나들이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아동과 여

성을 위해 특화된 롯데의 다양한 캠페인과 노인 및 보건의

료에서 선도적인 서비스로 입지를 구축한 「늘푸른의료재단」

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의료환경에 발 빠르게 대비하다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이미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

적 측면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이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해 발 빠른 행보를 시

작했다. 명성과 인지도에서 업계의 최고 수준인 의료서비스

를 기본으로 스마트병원,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 

헬스케어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융합과 혁신을 준비하

고 있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늘푸른의료재단」의 노력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사회

공헌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리더」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문_늘푸른의료재단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늘푸른의료재단 주요 연혁

• 2001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 설립

• 2002 보바스기념병원 개원

• 2006 보바스어린이의원 개원

• 2008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수탁운영

• 2012 보바스국제병동 개원

• 2013 두바이공립재활센터 수탁운영

• 2014 중국 연태 재활병원 수탁운영 

• 2016 호텔롯데 출연

• 2018 대규모 환경개선사업 / 최신 장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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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577-6511

롯데 감성 여행_「제주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 고유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곳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

주도를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득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녹

색 숲과 푸른 바다가 눈부시다. 가을에는 오름에 은빛 억새꽃이 만발하고, 겨울엔 하

얗게 눈 덮인 산이 아름답다. 특히, 겨울 제주도의 절경은 한라산에서 시작된다. 하

얗게 피어난 상고대의 절경과 눈꽃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겨울 산의 대명사 한

라산. 겨울 산행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성판악 코스라면 초보자도 도전해볼 만하다. 

한라산 등반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과 겨울 산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다. 장

갑, 모자 등 방한 용품은 기본! 등산화와 아이젠, 간단한 먹을거리 등을 철저하게 준비

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엔 한라산 입구에서 아이젠 착화 여부를 단속하는 경우

도 있으니 필수품이 아닐 수 없다. 채비를 마쳤다면 조심스럽게 산을 올라보자. 성판악 

코스는 백록담까지 9.6km로 약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속밭대피소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코스로 한 발 한 발 겨울 산행에 적응해가며 오름 오르듯 걸어가면 된다. 

속밭대피소를 지나 진달래밭대피소까지는 

전보다 경사가 심해 점차 힘들어진다. 그러나 

힘든 만큼 주변 경광도 한층 더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나무와 돌, 풀들이 하얗게 덮여 있고 

아직 그 누구도 밟지 않은 새하얀 바닥은 깨끗

하기 그지없다. 이제 진달래밭대피소에 도착

했다면 긴장을 풀고 허기진 배를 채우자. 산 

아래서 구매한 김밥과 라면 맛은 그야말로 꿀

맛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한라산 겨울 산행에는 입산이 가능

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잠깐의 꿈같은 휴식시간을 뒤로하고 정상으

로 발걸음을 내디뎌보자. 여기서 백록담까지

는 앞선 코스들과 비교하면 최고 난이도를 자

랑한다. 그러나 역시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

려울 만큼 더욱더 아름다워진다. 그림으로 그

려놓은 듯 한 방향으로 멋지게 뻗은 상고대, 

눈 덮인 나무와 길은 푸른 하늘과 한데 어우러

져 숨막히는 절경을 자아낸다. 공중에 하얗게 

흩어지는 입김조차도 환상적이다. 매서운 바

람에 하얀 설인(?)이 됐지만 이런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다. 그렇게 정상에 올라 다시 한번 눈과 카메

라에 겨울왕국을 담고 조심스럽게 산 아래로 

내려온다. 약 10시간 정도의 겨울 산행으로 몸

은 꽤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하다.

이 밖에도 겨울 제주도에는 붉은 동백꽃을 

만끽할 수 있는 위미리 동백마을을 비롯해 이

국적인 사진 촬영지 삼다수목장 등 핫플레이

스가 무궁무진하다. 올해 첫 달, 겨울 제주도

에서 일출을 즐기며 행복하게 시작해보는 것

은 어떨까. 

김유미_롯데제이티비 영업전략팀 책임

눈꽃 
맞으며 

제주도로

칼바람을 피해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한껏 움츠린 채 

빠르게 거리를 걷는다. 

앙상한 나무엔 반짝이는 

전구들이 둘러져 있고, 

쇼핑센터 건물엔 화려한 장식들이 

추위를 화려하게 감싸 안았다. 

이런 세련미 넘치는 도시의 

겨울 풍경도 좋지만, 

겨울 속 자연의 모습이 문득 그립다. 

새하얀 눈꽃과 붉은 동백꽃 

그리고 제철 맞은 노란 귤. 

겨울 속 천연의 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바다 건너 아름다운 

겨울왕국 제주도로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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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이 아니라, 결국 보통 사람들의 작지만 큰 선택들

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이뤄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전

달한다. 일제 강점기 아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말모이」에 함께하는 것으로 큰 용

기를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감동

과 공감, 따뜻한 웃음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관객이 사랑하는 두 배우 「유해진」과 「윤계상」이 그 뜻

을 모았다. 원수로 처음 만난 「판수」와 「정환」의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동지」가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관객에게 알려주고, 

불가능해 보였던 「말모이」 작전을 함께하는 과정의 재미

와 감동을 최강의 호흡으로 그려낸 두 배우의 멋진 앙상

블이 한껏 기대를 고조시킨다.   

한글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 

「말모이」가 2019년의 시작을 따뜻하게 달굴 예정이다. 

 유혜인_롯데컬처웍스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 한글.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 힘쓴 이들이 있다. 

바로 조선어학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따뜻한 영화 「말모이」가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올해 첫 시네마 프리뷰에서는 영화 「말모이」를 소개한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경성.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 때문에 가방을 훔치다 실패한 「판

수」. 하필 면접을 보러 간 조선어학회 대표가 가방 주인인 「정환」이다. 사전을 만드는 곳인데 전과자에 까막눈이라

니! 그러나 「판수」를 반기는 회원들에 등 떠밀려 「정환」은 읽고 쓰기를 떼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인다. 돈도 아닌 

말을 대체 왜 모으나 싶던 「판수」는 난생 처음 글을 읽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에 눈뜨고, 「정환」 또한 전국의 말을 모

으는 「말모이」에 힘을 보태는 「판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에 눈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짝 조여오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말모이」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지금 우리들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우리말과 한글.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는 창씨개명까지 이르렀던 일

제 통치 기간에 『우리말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지켰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영화 「말모이」. 우리말을 모아 조선말 

사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옥고를 치렀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기반으로, 영화는 「말모이」에 함께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눈을 돌렸다. 평범하다 못해 글도 못 읽는 「판수(유해진)」와 고지식할 정도로 사전 만들기

에 모든 것을 건 지식인 「정환(윤계상)」을 주축으로 「말모이」에 뜻과 마음을 보태는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위인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함께 완성하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사람들부터 지식인까지. 전국의 조선 사

람들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 말과 뜻, 마음을 한곳에 모으는 과정에서 

나오는 극적인 재미와 감동을 그린 영화 「말모이」는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연기파 배우들로 영화의 구석구석을 채운다. 조선어학회의 큰

어른 조갑윤 선생 역에 「암살」과 「공작」의 「김홍파」, 술과 사람을 사랑

하는 시인 임동익 역에 「우현」,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원칙을 가진 

기자 박훈 역에 「김태훈」, 강단 있는 유일한 여성 회원 구자영 역에 

「김선영」, 아내 사랑이 극진한 사랑꾼 막내 민우철 역에는 「민진웅」이 

캐스팅돼 열연을 펼쳤다. 반대 지점에 선 역할은 「송영창」과 「허성태」

가 맡아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극 중 인물들에게 시련과 갈등을 선사한

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문구 그대로 연

기파 배우들이 영화 「말모이」에 모여 큰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말모이」, 말의 먹이? 아니죠, 사전입니다! 

「말모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출처는 일제 강점기 실제 우리 역사다. 

주시경 선생이 시작했으나 죽음을 맞아 채 완성되지 못한 최초의 국

어사전 원고를 일컫는 말로, 사전의 순우리말이다. 또한, 영화 속에서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의 우리말

을 모았던 비밀 작전의 이름이기도 하다. 나이와 성별, 지식 유무를 떠

나 조선인이기에 「말모이」에 마음을 모았던 이들의 이야기는 말이 왜 

민족의 정신인지, 사전을 만드는 것이 왜 나라를 지키는 일인지에 대

한 자연스러운 공감으로 이어진다. 우리말과 이름을 지키고자 일제에 

맞서는 영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의 또 다

른 면을 보여준다.   

View Point

말 모아, 뜻 모아, 마음 모아. 
우리말 사전 만들기 대작전! 

시네마 프리뷰_「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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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LOTTE cOrpOraTiOn

「2018 롯데 홍보담당자 워크숍」 진행 

롯데지주는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롯데

인재개발원 오산연수원에서 「2018 롯데 

홍보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

크숍에서는 각 계열사의 홍보팀장을 비

롯한 홍보실무자들이 모여 현안과 홍보업

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

게 논의했다. 이 외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

는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했으

며, 이어서 진행된 계열사 우수홍보 사례

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제6회 홍보어워드

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이 1위를 차지했다. 

「롯데 U-프렌즈」 7기 수료식 진행

롯데지주는 12월 26일 서울 잠실 롯데호

텔월드에서 「롯데 대학생 서포터즈 U-프

렌즈」 7기의 수료식을 진행했다. 「롯데 U-

프렌즈」는 롯데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 그룹으로, 지

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이번 7기까지 

이어져왔다. 7기 30명이 전원 참석한 이

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감상 및 우수 서포터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식 품 FOODS  

롯데제과

빵 「기린골드라벨」 100만 개 돌파

롯데제과는 12월 11일 지난 9월 「롯데 기

린(LOTTE KIRIN)」 론칭과 함께 선보인 「기

린골드라벨」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롯데제

과 합병 이후 선보인 제빵 신제품 중에

서 가장 빠른 판매속도다. 「기린골드라벨」

은 「슬로우 브레드」를 추구, 제품의 풍미

와 식감을 높이기 위해 특허받은 유산균

을 24시간 동안 발효시킨 발효액을 사용

한 시그니처 제품이다. 

「몬스터칙촉」 3개월 만에 500만 개 판매

롯데제과는 12월 10일 「몬스터칙촉」이 출

시 3개월 만에 500만 개의 판매고를 돌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롯데제과에서 

나온 비스킷 신제품 중 가장 좋은 실적이

다. 기존 「칙촉」보다 크기가 2배 이상 커

져 「몬스터」라고 이름 붙인 이 제품은 현

재 온라인 및 SNS상에 수백 개의 관련 시

식 후기가 게재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

고 있다. 최근 식품 시장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저용량, 소포장 제품들이 각

광받고 있는데, 「몬스터칙촉」은 이런 트렌

드와 상반되게 더 크게 만들었다. 이와 같

은 역발상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신선하다

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 

「2018년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 

롯데칠성음료는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

의 집에서 열린 여가친화기업 인증식에서 

「2018년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인증

패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여가친

화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

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롯데칠

성음료는 선택적 근무제, 초과근무 방지

를 위한 PC 오프제, 장기 근속자를 위한 

안식년 휴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앞장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

정받아 이번에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

됐다.

신제품 「따뜻한 허니레몬 & 배」 출시

롯데칠성음료는 12월 11일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줄 음료 「따뜻한 허니레몬 & 

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온장음료

가 커피, 두유, 유자음료 등으로 한정적인 

점에 주목해 레몬과 배 과즙으로 색다르

게 차별화한 제품이다.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 감기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

가 풍부한 레몬, 호흡기 건강에 좋은 배가 

함유된 과즙음료로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점선 모양의 이중 절취선을 넣어 라

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했다.

롯데푸드 

「의성마늘 롤만두」 겨울 에디션 출시   

롯데푸드는 12월 17일 100% 국내산 돼지

고기와 의성마늘로 육즙과 풍미를 더한 

「의성마늘 롤만두」 겨울 에디션을 선보였

다. 「의성마늘 롤만두」는 라이스페이퍼 만

두피를 사용해 작은 롤 모양으로 만든 이

색 만두다. 이번 겨울을 맞아 새로운 디자

인의 「의성마늘 롤만두 겨울 에디션」으로 

출시됐다. 손쉽게 집어 한 입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가볍게 즐기는 파티 음식으

로 좋다. 또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등 다

양한 조리법이 가능해 따뜻하게 즐기는 

겨울 간식으로 적합하다.

롯데지알에스

업계 최초 ISO 37001 인증

롯데지알에스는 12월 21일 외식 프랜차이

즈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

했다. 롯데지알에스는 부패방지 방침 제

정을 시작으로 시스템 절차서 제정,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주관조직 구성 및 부패

방지시스템의 운영점검을 위한 내부 심사

원 양성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전

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을 인정받아 이번에 엄격한 심사 끝에 ISO 

37001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롯데네슬레코리아

임직원 설 선물세트 판매

롯데네슬레코리아는 1월 10일 롯데 임직

원을 대상으로 2019년 설 선물세트 판매

를 진행한다. 선물세트는 원두커피의 풍

미를 느낄 수 있는 「크레마」 제품, 커피와 

우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크레마 라

떼」 제품, 에티오피아산 프리미엄 커피를 

사용한 「수프리모」 커피믹스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네스카페 공식숍과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더욱 다양한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유통사업본부

크리스마스 & 신년맞이 매대 전개활동 진행

롯데유통사업본부는 12월 13일부터 1월 9

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SSM, 일반슈퍼 등 

매출상위점 980여 점을 대상으로 크리스

마스 & 신년맞이 ISP 매대 전개활동을 진

행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연시 테마에 맞

춰 롯데유통사업본부에서 자체 제작한 크

리스마스 트리 조형물과 황금돼지 POP 

등을 활용해, 인근 경쟁 매장과 차별화된 

행사 매대를 구성하고 롯데제과 상품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 통 rETaiL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오픈

롯데백화점은 12월 7일 경기도 안산점

에 8년 만의 리뉴얼을 완료하고 신관을 

오픈했다. 신관은 지역 맞춤 라이프스타

일 콘셉트관으로서 고객을 위한 열린 공

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본관은 쇼핑 중

심의 패션관으로 구성해 화장품, 스포츠

를 비롯한 우수한 브랜드를 대거 유치하

는 등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했

롯데제과

「기린골드라벨」

롯데지주

「2018 롯데 홍보담당자 워크숍」

롯데유통사업본부

크리스마스 & 신년맞이 ISP 매대 전개활동

롯데네슬레코리아

네스카페 설 선물세트

롯데지알에스

ISO 37001 인증식

롯데칠성음료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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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산점은 과거 주차장 및 호텔로 이

용되던 부지에 6개층(B1F~5F), 영업면적 

8,900m²(2,700평) 규모로 증축한 신관 및 

리뉴얼한 본관을 통해 기존 안산 고객은 

물론, 향후 새로 조성될 신도시의 약 3만

여 가구 수요까지 끌어들일 계획이다.

롯데마트

신선명장 경진대회 개최

롯데마트는 12월 9일 서울 영등포 롯데리

테일아카데미에서 「제5회 고객과 함께하

는 롯데마트 신선명장 경진대회」를 개최

했다.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신선명장 경진대회」는 롯데마트가 

대형마트의 생명인 신선식품의 품질과 조

리법 등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고객

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대

회에서는 고객 심사위원들 80명이 처음

으로 직접 참여해 신선명장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산, 축산, 수산, 조리

식품(Meal Solution) 등 4개 식품 분야에서 

총 50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다. 

「연차나눔제도」 진행 

롯데마트는 12월 13일 나눔과 동료애 고

취를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나가자

는 취지의 「행복 일터, 희망 나눔」 캠페인

의 일환으로 「연차나눔제도」를 시행 중이

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또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연차와 

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나눠주는 제

도다. 현재까지 15명의 롯데마트 직원들

이 총 228명의 연차 기부자들에게서 384

일(1인 평균 1.7일)의 연차를 나눔받았다.

롯데슈퍼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 「해썹」 인증

롯데슈퍼는 12월 4일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

터 유통업계 최초로 매장 전체가 기타식

품판매업 「해썹(HACCP)」 인증을 취득했

다고 밝혔다. 「해썹」은 300㎡ 이상의 백화

점, 슈퍼마켓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점

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

려운 상품의 입고부터 보관, 작업, 포장, 

진열, 판매까지 상품과 매장 전체의 위생 

상태를 검증하는 제도다. 안전하고 위생

적인 상품을 유통하는 공간임을 공인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

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롯데 프리미엄마켓」 오픈

롯데슈퍼는 12월 6일 롯데 프리미엄 푸드

마켓의 온라인 몰인 「롯데 프리미엄마켓」

을 오픈했다. 기존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

켓에서 직접 장을 보면 제공하던 배송 서

비스 거리를 3.5km로 더욱 확대했으며, 

전국 택배 배송 서비스도 시작했다. 「롯

데 프리미엄마켓」 이용 시 고객이 롯데슈

퍼 앱에 접속해 주소지를 입력하면 근접

한 매장을 선택해 배송받을 수 있으며, 기

존 롯데프레시 고객의 경우 앱 상단의 탭

으로 이동해 롯데프레시와 프리미엄마켓

에서 동시에 장보기가 가능하다. 

롯데e커머스

롯데닷컴 「디올」 립스틱 신상품 행사 진행

롯데e커머스는 12월 28일부터 종합쇼핑

몰 롯데닷컴에서 인기 색조화장품 「디올

(Dior)」의 립스틱 신상품 2품목을 판매 중

이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립스틱 효

과」로 립스틱 상품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롯데e커머스는 롯데닷컴

에서 업계 최초로 「디올」의 대표 상품인 

「립 맥시마이저」와 「립글로우」 품목의 사

전예약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판매 중이

다. 「립스틱 효과」란 경기 불황에 적은 돈

으로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립스틱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봉사부문 국회의장상 수상 

롯데e커머스는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

회의사당에서 진행된 「2018 제13회 대한

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적극적

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진 점을 인정받아 

사회봉사부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올

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일자리 창

출, 사회봉사, 사회복지, 지역발전, 동반성

장 등 12개 분야에서 선정된 우수한 기업

들에 시상됐으며, 롯데e커머스는 임직원

이 함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국회

의장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롭스

롯데백화점 안산점 입점   

롭스는 12월 6일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

관 1층에 입점하면서 백화점 내에 처음으

로 문을 열었다. 백화점 고객에게 어울리

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프레스티지 브랜드

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프

리미엄 서비스는 「데싱디바」 네일아트센

터와 간단한 헤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BAY51」 헤어 스타일링존, 각종 브랜드와 

연계한 뷰티 시연회 등이다. 또한, 지난 10

월 말부터 롭스 오프라인 매장과 롭스 앱 

양 채널 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작

한 「스마트 검색」, 「취급매장확인」, 「스마

트 영수증」 서비스도 적용 중이다. 

독일 No.1 드럭 스토어 「dm」 제품 론칭 

롭스는 12월 27일 독일 No.1 드럭 스토어 

제품 「dm(디엠)」을 온·오프라인몰에 론

칭했다. 「dm」 브랜드 중 까다로운 독일 소

비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헬스앤뷰티 전문 브랜드 「Balea(발레아)」

의 앰풀, 핸드로션, 풋로션 등 40여 종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30개 매장에 먼저 

도입하고 향후 입점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롭스는 이번 론칭을 기념

해 뷰티 매체, SNS, 롭스몰 등 채널을 통

해 다양한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인플루

언서 협업과 체험단 운영을 병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코리아세븐

「무민」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

세븐일레븐은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시즌

과 연말을 맞아 귀여운 「무민」 캐릭터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6종을 출시했

다. 케이크 위에는 「무민」 피규어가 장식

돼 있으며,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민」 인형을 무료로 증정한다. 이 외에

도 일반 케이크 4종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8종 등 총 18종의 케이크를 판매하며, 프

리미엄 쿠키세트 등 다양한 택배 전용 상

품도 준비했다.

「듬뿍듬뿍 딸기샌드」 출시

세븐일레븐은 12월 25일 제철 딸기를 활

용한 디저트 샌드위치 「듬뿍듬뿍 딸기샌

드」를 출시했다. 「듬뿍듬뿍 딸기샌드」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논산 딸기 「설향」

을 활용해 만든 상품으로 생딸기 6알을 

듬뿍 토핑한 제품이다. 또한, 기존 생크림

에 마스카포네 크림치즈를 넣어 달콤함과 

진한 풍미를 한층 더 살렸다. 세븐일레븐

은 「딸기샌드」를 시작으로 감귤, 파인애플 

등 제철 과일을 활용한 샌드위치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상

롯데홈쇼핑은 12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

롯데슈퍼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서초점 전경

롯데마트

「제5회 신선명장 경진대회」

세븐일레븐

「듬뿍듬뿍 딸기샌드」

롭스

독일 No.1 드럭스토어 「dm」 제품 론칭

롯데e커머스

롯데닷컴 「디올」 립 맥시마이저 이미지 컷

롯데홈쇼핑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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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2018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

증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

다. 롯데홈쇼핑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

지 전방위적인 지원은 물론, 가족친화적

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을 통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롯데하이마트

「하이마트 프리미엄」 오픈

롯데하이마트는 12월 7일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안산점에 첫 백화점 매장인 

「하이마트 프리미엄」을 오픈했다. 해당 매

장은 프리미엄 특화매장으로 운영되며 롯

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4층 전체를 활용한

다. 고객 휴게공간인 퀘렌시아(Qurencia)

존을 비롯해 카페와 바버숍을 함께 구성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하이마트

는 이번 입점을 기념해 12월 16일까지 「프

리미엄 가전 한정수량 특가전」을 열고 국

내외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했다. 이 밖에 총 100명에

게 경품을 증정하는 「골드바 경품 이벤트」

도 함께 진행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

을 제공했다.

롯데멤버스

다이소·캐시비 업무제휴 협약 체결  

롯데멤버스는 12월 18일 균일가 생활용품

숍 아성다이소, 전국교통카드사업자 이비

카드·마이비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

고, 전국 1,2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L.pay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롯데

멤버스와 아성다이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이소 매장 내 L.pay 간편결제 서비스 도

입,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

팅 및 홍보, 기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공동 협력분야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하

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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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롯데아라이리조트, 스키 시즌 돌입

롯데아라이리조트는 12월 15일 스키 시즌

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고의 시설을 갖

춘 복합스키리조트인 롯데아라이리조트

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용으로 적절하

게 분배된 14개 스키 코스를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프투어, 튜빙, 볼더링(인공 

암벽 등반), 스퀘어 트램펄린 등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갖추고 있으며, 노천 온천

도 준비돼 있어 스키를 즐긴 후 휴식을 만

끽할 수 있다.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 16

일까지 기본 객실과 이코노미 리프트권을 

1인당 1매 제공하는 「스노위 아라이」 패키

지를 판매하며, 가격은 2만 2,920엔(부가

세 별도)부터다.

롯데면세점

「왕홍」 100명 라이브 방송 진행  

롯데면세점은 12월 8일 잠실 월드타워점

에 마련된 부스에서 「왕홍(網紅)」 100명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을 소

개하는 이색적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

다. 이번 이벤트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12월 12일 진행한 할

인 행사인 「쌍십이절」을 맞아 준비된 행사

로서 50여 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대표 

상품들이 소개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렇듯 

우수한 국산 브랜드들을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 소개하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케이

뷰티(K-BEAUTY)를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수행했다. 

롯데월드

멀티 상품숍 「로티스엠포리움」 오픈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12월 14일 파크 내부

에 롯데월드 캐릭터와 다양한 인기 캐릭

터 상품, 문구류, 완구류, 잡화 등을 한곳

에서 판매하는 대규모 멀티 상품숍 「로티

스엠포리움」을 오픈했다. 「로티스엠포리

움」은 인형의 방, 장난감의 방, 드레스룸, 

키친 & 서재 등 4가지 콘셉트로 존을 구

성된 것이 특징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캐릭터 상품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비롯해 슬라임, 캔

들, 블록 완구, 퍼즐 등 핫템이 가득하다. 

외벽 창문에 노출되는 「미디어 파사드」는 

물론, 내부에 설치된 미디어 콘텐츠까지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부산롯데호텔

「2018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수상

부산롯데호텔은 12월 26일 진행된 「2018

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에서 「동탄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부산롯데호텔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노사 간의 실

질적인 소통을 위한 부서 간담회 개최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

광을 안았다. 부산롯데호텔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과 부산지역 롯데그룹이 맺은 

MOU를 적극 이행해 「워라밸」 실천과 문

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

광역시 산업평화상」 및 「부산산업대상 근

로복지부문」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롯데물산

「2018년도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정

롯데물산은 12월 5일 「2018년도 여가친화

기업 인증식」에서 올해 여가친화기업 우

수 기업으로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

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여가친화

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선

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롯데물산은 직원

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유연 근

무제 및 초과근무 방지를 위한 PC 오프제

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제이티비

「가족친화인증기업」 최종 선정

롯데제이티비는 12월 1일 「2018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를 조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

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업 인증

을 부여하는 제도다. 롯데제이티비는 현

재 임산부 직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 남성 육아휴직 제

도, 복직 예정자들을 위한 적응 교육(톡톡

맘/대디스쿨)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롯데로지스틱스

해외법인 우수 현채인 초청행사 진행

롯데로지스틱스는 12월 4일 베트남, 인도

네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의 4개 해외법

인에서 우수 현채인 15명을 한국으로 초

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

외법인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

해 처음 시행됐다. 초청된 현채인은 3박 4

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국내 법인의 인사, 

재무 시스템 교육, 자동화 물류센터 및 롯

데월드타워 견학,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롯데로지스틱스

는 해외법인 현채인의 로열티를 제고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

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롯데호텔

「2018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롯데월드 어드벤처

멀티 상품숍 「로티스엠포리움」

롯데면세점

「왕홍」 100명 라이브 방송

롯데호텔

롯데아라이리조트 전경

롯데로지스틱스

해외법인 우수 현채인 초청행사

롯데멤버스

롯데멤버스-다이소-캐시비 

업무제휴 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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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캐나다에 블록체인 솔루션 공급

롯데정보통신은 12월 17일 캐나다 대사관

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데이터메트레스AI

와 블록체인 기술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

사 지명자, 선자 펜데이 주한 온타리오 주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캐나다 현지 축산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캐나다산 축산물 이력제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조 및 유통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정

보통신은 이번 MOU를 통해 블록체인 솔

루션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핵심기술을 지

속적으로 확장해 솔루션·플랫폼 선도 사

업자로 거듭날 계획이다.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전준우 선수 골든글러브 수상

롯데자이언츠는 12월 10일 열린 「2018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대호, 전

준우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고 밝

혔다. 이대호 선수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수상하며 개인 역대 여섯 번째이자 역대 

세 번째로 세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를 

받는 진기록을 세웠다.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 타이틀홀더를 기록한 전준우 선수는 

외야수 부문에서 커리어 사상 첫 골든글

러브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롯데자산개발

「2018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롯데자산개발은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8 안전문화대상」 시

상식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

상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안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2007년 창립 

이후 11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성

공했으며, 그 결과 대외적으로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임을 인정받았다. 롯데자산개

발은 이를 위해 안전 전담조직을 대표이

사 직속체계로 구축하고, 대표이사의 현

장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

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업 초청 기업설명회 개최

롯데자산개발은 12월 1일 금융기업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등 20여 개 국내 주요 금융기업의 

IB 및 PB 대표급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

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롯데자산개발

은 지속적인 금융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

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협업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자산개발이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개발사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금융사가 보유한 유휴부지

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동반

성장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롯데렌탈 

그린카,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십 구축

롯데렌탈은 12월 18일 자회사인 카셰어링 

그린카가 GS칼텍스로부터 총 350억 원

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번 투자를 통해 롯데렌탈과 그린카는 GS

칼텍스와 함께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 모빌리티 시

대 주도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카는 지난 7년간 

쌓아온 카셰어링 운영 노하우 및 차량 이

용 빅데이터를, GS칼텍스는 관계사가 보

유한 주유소, 주차장 인프라를 제공해 시

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롯데컬처웍스

「VR퓨처시네마」 오픈

롯데컬처웍스는 12월 15일 롯데시네마 월

드타워 7층에 국내 최초 VR 영화 전문 

상영관 「VR퓨처시네마(VFC: VR Future 

Cinema)」를 오픈했다. 「VR퓨처시네마」는 

24석 규모로 VR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메

인존, Pre-show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프리존, 콘셉트 아트 이미지와 상영 예정

작 확인이 가능한 갤러리존으로 구성됐

다. 모션체어 기능이 탑재된 초정밀 1인승 

시뮬레이터를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어지럼증은 최소화했다.  

석유화학건설 pETrOcHEMicaL
cOnSTrUcTiOn

롯데케미칼

해외 인력 교류 프로그램 실시 

롯데케미칼은 12월 18일 국내외 직원 15명

을 대상으로 하반기 해외 인력 교류 프로

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각 공장의 우

수 기술 공유와 상호 이해 증대 등을 목적

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

램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직원 8

명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타이탄 공

장에서, 해외 직원 7명이 잠실 본사와 대

산 및 울산공장에서 교환근무를 실시했

다. 국내에서 교환근무 중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중국 직원들은 

관련 부서 및 국내 공장에서 공정 운영 노

하우와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국내 직

원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명소를 방문해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롯데첨단소재

이상화 수석 연구원, 「IR52 장영실상」 수상

롯데첨단소재는 12월 1일 EP 컴파운드팀 

이상화 수석 연구원이 고객사와 함께 개

발한 「자동차 배터리 퓨즈 터미널용 열노

화 차단 폴리프탈아미드」 소재로 「IR52 장

영실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소재는 250℃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1,000시간 이상 사용해도 

물성 변화가 적으며, 고온 노출 시 자발적

인 산화막 형성을 통해 물성을 유지하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롯데첨단소

재는 이번 개발을 통해 자동차 내 고온 환

경에 사용되는 재료도 금속에서 플라스틱

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롯데첨단소재 제품, 세계 일류 상품에 선정

롯데첨단소재는 12월 1일 자동차용 「도

금 ABS」와 고품격 건축자재인 엔지니어

드 스톤 「래디언즈」가 코트라에서 주관하

는 세계 일류 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 일류 상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제품 중에서 선정

된다. 롯데첨단소재는 기존에 선정된 5개 

제품(휴대폰 하우징용 컴파운드 소재, 냉

장고 내상용 압출 ABS, 아크릴계 인조대

리석, TV 하우징용 PC Alloy, 금속접합용 

PBT소재)에 더해 이번 선정으로 총 7개의 

세계 일류 상품을 보유하게 됐다.

롯데건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감사패 수여

롯데건설은 12월 18일 지속적이고 적극적

인 봉사활동 참여를 인정받아 국립서울현

충원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임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2013

년부터 6년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와 묘역 헌화, 묘비 닦기 및 잡초 제거활

동을 해왔으며, 2014년에는 24번 장병묘

역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혁신활동 경진대회」 개최

롯데건설은 12월 17일 「혁신활동 경진대

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12회째를 맞은 

그린카

GS칼텍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롯데첨단소재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도금 ABS」와 「래디언즈」

롯데자산개발

금융기업 초청 기업설명회 개최

롯데케미칼

해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전준우 선수 골든글러브 수상 모습

롯데컬처웍스

「VR퓨처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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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경진대회」는 혁신을 통해 성과

창출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혁신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8

건의 우수 혁신과제와 혁신 모범현장 사

례가 발표됐으며, 2건의 우수 제안 발표 

및 시상과 강평 시간이 이어졌다. 대상은 

「사당2구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옥탑층 시

공방법 개선안」이 차지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2018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선정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12월 18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8 고

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에서 복

사기/프린터 2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

다. KNPS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해 

본 고객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정도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복사기는 이번

에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금 융 FinancE

롯데카드

베트남 최초 소비자금융업 영업 개시 

롯데카드는 12월 18일 베트남 현지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LOTTE Finance 

Vietnam)」 출범식을 갖고, 국내 카드사 최

초로 베트남에서 소비자금융 영업을 시작

했다. 롯데카드는 사업 초기에는 하노이

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출상품

을 판매해 영업기반을 구축한 후, 현지업

체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영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 엘드림 페스타」 경품 증정식 진행 

롯데카드는 12월 1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롯데 엘드림 페스타(L.Dream 

FESTA)」 당첨자 100명을 초청해 자동차 

100대 경품 증정식을 진행했다. 「롯데 엘

드림 페스타」는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

성화를 위해 10개 계열사가 함께 기획한 

사은행사로, 자동차 100대라는 대규모 경

품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

다. 총 300만 명의 고객이 참여한 이번 이

벤트는 응모 쿠폰인 「드림볼(Dream Ball)」

이 5,800만 개가 지급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비카드·마이비

캐시비-다이소 제휴협력 협약식 진행

이비카드·마이비는 12월 18일 아성다이

소와 제휴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200여 개 다이소 매

장에서 캐시비카드(모바일캐시비 포함)로 

결제할 수 있게 됐으며, 양사는 이용 활성

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 상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본격적인 서비스는 세부

협의 및 결제 서비스 구축 후 올해 2분기 

내에 론칭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지원 WELFarE·r&D

롯데중앙연구소

「제1회 연구소通 Day」 실시

롯데중앙연구소는 12월 11일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제1회 연구소通 Day」를 실시

했다. 2018년 중앙연구소의 조직활성화활

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연구

소 전 임직원이 화합 및 친목 도모를 통

한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기

획,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2018년의 마무

리와 힘찬 새해를 기원하는 연구소장의 

건배사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평소 소

원했던 타 팀원과의 식사와 「Funny Photo 

Contest(팀별 웃긴 사진 경연 대회)」를 통

해 함께 웃고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

졌다.

롯데중앙연구소

「제1회 연구소通 Day」

롯데카드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출범식

롯데건설

「혁신활동 경진대회」

나눔경영  SOciaL 
cOnTribUTiOn

롯데푸드

소아암 환아에 급여 끝전 기부 

 

롯데푸드는 12월 18일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조성한 1,120여만 원을 한국백

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

한 기금은 2018년 한 해 동안 임직원이 모

은 500여만 원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

연해 조성한 것으로 저소득가정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직원 끝전 모으기 캠페인」은 희망하는 

임직원의 급여에서 1,000원 이하 끝전을 

모으고, 여기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

연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롯데지알에스

결식 아동 위한 한우 불고기버거 지원

롯데리아는 12월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

치한 홀트아동복지회관에서 전국한우협

회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에 결식 아동을 

위한 한우 불고기버거 1,454세트 전달식

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해 롯데리

아와 홀트아동복지회가 체결한 「행복 배

달」 사회공헌협약의 일환으로, 결식 아동

들에게 한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자는 취지에서 전국한우협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됐다.  

롯데하이마트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

 

롯데하이마트는 12월 5일 서울 대치동 본

사에서 롯데그룹 창립 51주년을 맞아 임

직원 51명이 함께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

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

다. 롯데하이마트는 참여한 임직원 한 사

람당 10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비영리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총 510만 원을 

전달했다. 롯데는 지난 7월 롯데월드를 시

작으로 릴레이 지목 방식을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롯데하

이마트는 9번째 주자로 동참했다.   

롯데멤버스

「스쿨스 포 아시아」 캠페인에 기부금 전달

 

롯데멤버스는 12월 3일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스쿨스 포 아

시아(Schools For Asia)」 캠페인에 2년 연

속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롯데멤버스는 

올 시즌 부산 사직구장을 찾은 관람객 1명

당 후원금 100원을 적립, 입장관중 수 90

만 1,634명을 달성해 모은 후원금 1억 원

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캠페인은 네팔, 인도, 라오스, 몽골 등 11개 

아시아 국가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유니세프가 

진행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다.

롯데호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5,000만 원 기부

 

롯데호텔은 12월 1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롯데호텔

이 롯데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

로 상시 판매한 특별 패키지의 수익금으

로 마련됐다. 롯데호텔은 중국 내몽고 사

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유니세프 아

시아 지역 어린이 교육 사업인 「스쿨스 포 

아시아(Schools for Asia)」, 대한민국 소방

관들의 처우 증진과 복지 개선을 위한 「소

방관 응원 캠페인」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월드 

「드림 Stage」 합창공연 참여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12월 16일 가든스테

이지에서 소아암 아동들과 함께 천사들

의 합창공연 「드림 Stage」에 참여했다. 이

날 아이들의 무대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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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기 공연 「신데렐라의 크리스마스 파

티」 속 특별 무대로 구성됐다. 샤롯데 봉

사단은 아이들과 「힘내 소중한 너」를 합창

하고, 공연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Oh holy 

night」 안무도 함께 했다. 롯데월드는 이 

외에도 소아암 아동의 치료를 위해 올 한 

해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 「드림업 

기부데이」로 조성한 기부금 2,000만 원과 

디지털 음원 「힘내 소중한 너」의 수익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롯데물산 

따뜻한 정 담은 「해피박스」 나눔 진행

 

롯데물산은 12월 14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샤롯데 봉사단이 지난해에 이어 

서울 송파구 내 홀몸 어르신 가정 50가구

를 방문해 월동제품이 담긴 「롯데월드타

워 해피박스」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물산 임직원 100여 명은 송파구 모범

택시운전자회, 송파노인복지관과 함께 겨

울철 한파에 취약한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을 직접 방문해 이불, 전기장판, 방한용품 

등 월동제품 9종으로 구성된 「롯데월드타

워 해피박스」를 전달했다.

롯데로지스틱스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롯데로지스틱스는 12월 6일 샤롯데 봉사

단이 청각장애 아동 및 가족을 방문해 인

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고 밝혔다. 롯데로지스틱스 샤롯데 봉사

단은 2017년 7월 사랑의 달팽이 재단과 

「청각장애인 희망소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2명의 청각장

애 아동에게 수술비를 후원하고 있다.

롯데정보 통신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롯데정보통신은 12월 19일 현대정보기술

과 본사 샤롯데 봉사단이 서울 구로구 온

수동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 참여한 샤롯

데 봉사단 21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

고 총 1,200장의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온

기를 나눴다. 양사 샤롯데 봉사단은 매달 

지역아동복지센터 방문, 김장나눔 봉사활

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

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대홍기획

「산타위크」 기부금으로 지역아동센터 후원

대홍기획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연말

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즐겁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산타위크」 행사를 진행했

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참가비를 기부

하면 인형뽑기, 팀별 다트게임 등 게임 이

벤트에 참여해 상품을 받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대홍기획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

은 기부금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나비

훨훨지역아동센터 및 등대지역아동센터 

두 곳에 방한의류 등을 선물했다.   

롯데자이언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올해의 파트너」 선정

롯데자이언츠는 12월 20일 유니세프한국

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됐

다. 「올해의 파트너」는 유니세프한국위원

회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한 후원

기업 중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2011

년부터 8년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파

트너십을 유지해온 롯데자이언츠는 홈경

기 시 연간 7회 유니세프데이를 열어 특

별 유니폼을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서 희망

포인트를 적립해 연간 500여 명의 정기후

원자를 모집하고, 롯데 계열사와 연계한 

파트너십 기회 확대와 긴급구호 캠페인 

참여 등에 힘을 보태 왔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 진행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2월 7일 샤롯데 봉

사단이 대한적십자사 종로 중구 희망나눔

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30여 명

의 샤롯데 봉사단은 봉사관에서 만든 빵 

등 부식세트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롯데컬처웍스

행복한 나눔활동 진행

롯데컬처웍스는 12월 5일 임직원과 대학

생 서포터즈 40여 명이 롯데시네마 월드

타워 씨네파크에 모여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국의 저소득가정 아동 1,300명에게 전

달할 선물을 포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

석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가 뚜껑에 달린 컵 안에 따뜻한 양말과 맛

있는 간식들을 담고, 치아 건강을 위한 치

약과 칫솔 세트를 특별 제작한 에코백에 

담아 포장했다. 한편, 이날 부산, 광주, 청

주 등 전국 10개관에 초대된 아이들은 영

화 「베일리 어게인」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롯데케미칼

냉·난방기 등 물품 기탁

롯데케미칼은 12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양로원에 냉·난방기 외 300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

에 앞서 롯데케미칼은 양로원 어르신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물

품 목록을 미리 전달받았다. 한편, 신입사

원 등 연구소 직원들은 이날 내부와 외부 

청소, 화단 가꾸기, 화단 및 텃밭 조성, 어

르신 말동무, 이동보조 및 식사보조 등 봉

사활동을 실시했다.

롯데정밀화학

연말 이웃사랑 나눔활동 실시

롯데정밀화학은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연말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

뜻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이 기간에 

봉사팀들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다

문화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과

자선물세트와 겨울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사랑의 도서」 기증 및 북 콘서트 개최

 

롯데정밀화학은 12월 26일 샤롯데 봉사단

이 울산지역 무룡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태화중학교에 도서 1,900여 권(1,800만 원 

상당)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혔다. 이번에 전달된 도서는 아이들이 생

활 속에서 화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

일 수 있도록 롯데정밀화학에서 추천한 

기초 화학 도서와 교사 및 학생들의 희망

도서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12월 12일에

는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

록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무룡초등학교

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이비카드·마이비

동작구 취약계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달

 

이비카드·마이비는 12월 18일 동작구청

과 함께 동작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

으로 교통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날 이비카드·마이비 임직원들로 구성

된 샤롯데 봉사단 및 기업가치 상생분과

는 동작구 취약계층 청소년 60명에게 총 

300만 원 상당의 충전된 캐시비카드를 제

공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공헌 및 상

생경영의 일환으로 2015년 금천구에서 처

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

고 있다.

동반성장 GrOWinG
TOGETHEr

롯데제이티비

파트너사 대상 연극 초청행사 진행

 

롯데제이티비는 12월 11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JTN아트홀에서 파트너사를 대상

으로 감사 연극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올

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롯데제이티비를 물심양면으로 도

와준 파트너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

는 자리로, 올해도 역시 대리점을 비롯해 

랜드사, 항공사, 언론사 등에서 200여 명

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뜻깊은 시간

을 보냈다. 이날 상연된 「뷰티풀 라이프」

는 한 노부부의 감동적인 일생을 그려내 

관람객들에게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연

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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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팡팡 경품펑펑 응모는 우편 또는 엽서 스캔본을 첨부한 이메일(lottesabo@naver.com)을 통해서도 응모 가능합니다.

사보 속 숨은 문제를 찾아라!  「롯데 QR 퀴즈」

스마트폰을 이용해 왼쪽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롯데 QR 퀴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모바일 홈페이지 내 「퀴즈 풀기」를 통해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캐시비카드(3만 원 충전)를 드립니다.

� 롯데 QR 퀴즈 구축 및 운영은 롯데정보통신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12월호 정답 및 당첨자

<Turn the Tide>
롯데건설 건축공사부문 국내공사팀 이유진

롯데알미늄 성형운영팀 권수진

퀴즈 팡팡! 경품 펑펑!

① 롯데칠성음료       ② Lifetime Value Creator       

③ 산타리타 메달야레알 카버네쇼비뇽

� 이번달 엽서 추첨은 롯데백화점 김한준 사보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당첨 경품은 등기 발송되며, 반송시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종합이용권(1인 2매)

롯데건설 송도쇼핑몰 오피스텔현장 공무팀 김영훈

롯데푸드 청주공장 품질담당 신주미

롯데렌터카 1일 이용권

롯데GRS 점포개발팀 김건욱

롯데푸드 로스팜 선물세트(2종)

롯데건설 수민분구 하수관리현장 김대욱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1인 2매)

롯데네슬레코리아 유통2팀 이태경

롯데하이마트 인사팀 김수미

코리아세븐 상온식품팀 김희경

롯데뮤지엄 「케니 샤프, 슈퍼팝 유니버스」 전시 관람권(1인 4매)

엔제리너스커피 잠실롯데월드몰B1점 최민정

롯데멤버스 마케팅운영팀 신명옥

롯데리아 버거 상품권(1인 4매)

롯데시네마 김해부원관 김윤정

롯데네슬레코리아 유통3팀 하지혜

엔제리너스커피 상품권(1인 4매)

롯데정밀화학 일반지원팀 박현규

이비카드 시너지사업팀 이도윤12월호 정답

롯데그룹의 여성 리더십 포럼 이름은?Q1

롯데 가족이 된 「보바스기념병원」과 「보바스어린이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Q2

롯데컬처웍스가 지난 12월 15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 

오픈한 국내 최초 VR 영화 전문 상영관은?
Q3

2018년 12월호
 당·첨·자



48✽LOTTE Family Magazine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거나 칭찬해 주고 싶었던 직장 동료, 선배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본인 사진과 함께 lottesabo@naver.com으로 보내 주세요.

매달 추첨을 통해 사연 소개와 함께, 편지를 받은 사우분들에게는 롯데주류에서 프리미엄 와인 「산타리타 메달야레알 카버네소비뇽」를 전달해 드립니다.

a reply FOr DeCeMBer

롯데지에프알 공정거래담당 

위대일 대리님께

여어~ 위대일 대리님~ 뭔가 했더니...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네

요. 이거야 원 부끄럽게...^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된 건가요? 사내에서는 동료로, 사외에서는 형으로 든든하게 의지

하면서 정작 표현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8년의 

마지막, 19년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동료이자 형에

게 답글을 남깁니다. 우리 사이에 긴 말 필요 없겠죠? 보내주신 와

인은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연락 자

주 합시다! 위대일 대리의 영원한 깃발부대!

김종오 롯데지에프알 경영지원2팀 대리

a new Message FOr yOu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나누세요사랑을 나누세요share your love

롯데호텔 NEXT

김환순 담당님에게

환순아, 안녕! 중국 장쑤성에서 인연을 맺어, 이렇게 「롯데」라는 울타리에서  함

께 일하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 중국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다. 두 달 전에 갑자기 나를 

찾아와 건네준 「시그니엘 서울 더 라운지」 바우처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당시 여

자친구(현 와이프님)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올해는 너의 좋은 소식도 

곧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매사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

며 항상 많이 배운다. 앞으로도 이따금씩 을지로에서 만나 치맥을 즐기자! ̂ ^

김민석 롯데자산개발 홍보팀 대리

산타리타 메달야레알 

카버네소비뇽

진한 루비색을 띄는 산타리타 메달

야레알 카버네소비뇽은 칠레 와인의 

아이콘으로, 명실공히 칠레 3대 브

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블랙커런트, 

블루베리와 블랙베리와 같은 검은 

과실의 향과 시가박스 냄새 및 스파

이시향이 납니다. 입안에서는 부드

럽고 잘 익은 탄닌을 느낄 수 있으

며, 튼튼한 구조감이 입안에서 긴 여

운을 남기게 합니다.

사

보

기

자 

Goodbye and Hello. 새해를 알리는 2019년 1월 사보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고 기뻤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사보 「롯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년간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롯데 사우 여러분~

기해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김원범 : kwb7585@lotte.net

FOODS(식품)

롯데제과
(www.lotteconf.co.kr)
·본사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
·TEL : 2670-6396 
·사보기자 :박종민(홍보팀)

롯데칠성음료
(www.lottechilsung.co.kr)
·본사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TEL : 2017-5799
·사보기자 : 윤민우(커뮤니케이션팀)

롯데주류
(www.lotteliquor.com)
·본사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TEL : 2017-5789
·사보기자 : 성미솔(커뮤니케이션팀)

롯데푸드
(www.lottefoods.co.kr)
·본사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9길 19 
·TEL : 2629-0463
·사보기자 : 박미주(홍보팀)

롯데지알에스
(www.lotteria.com)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7
·TEL : 709-1114
·사보기자 : 고민정(커뮤니케이션팀)

롯데네슬레코리아
(www.lotte-nestle.co.kr)
·본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0
·TEL : 390-0036
·사보기자 : 장민영(인사부)

롯데유통사업본부
(www.lottelmsc.com)
·본사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3 
·TEL : 2168-3400
·사보기자 : 김경현(기획정보담당)

RETAIL(유통)

롯데백화점
(www.lotteshopping.com)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TEL : 2118-5035 
·사보기자 : 김한준(홍보1팀)

롯데마트·롯데슈퍼
(www.lottemart.com)·(www.lottesuper.co.kr)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TEL : 2118-5046
·사보기자 : 조아현(홍보2팀)

롯데e커머스
(www.lotte.com)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TEL : 3668-8500
·사보기자 : 이유리(홍보1팀)

롭스
(www.lohbs.co.kr)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TEL : 6070-6559
·사보기자 : 장채윤(마케팅팀)

코리아세븐
(www.7-eleven.co.kr)
·본사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TEL : 1577-0711 
·사보기자 : 이나라(홍보팀)

롯데홈쇼핑
(www.lotteimall.com)
·본사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 
·TEL : 6313-1555
·사보기자 : 정수민(홍보실)

롯데하이마트
(www.himart.co.kr)
·본사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6 
·TEL : 2050-5186
·사보기자 : 윤상훈(동반성장팀)

롯데멤버스
(www.lpoint.com)
·본사 : 서울 중구 통일로2길 16
·TEL : 2030-9608
·사보기자 : 장경진(전략기획팀)

TOURISM·SERVICE(관광·서비스) 

호텔롯데
(www.lottehotel.com)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TEL : 771-1000 
·사보기자 : 김선영(커뮤니케이션팀)

롯데리조트
·본사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TEL : 739-7918
·사보기자 : 유다솔(기획팀)

롯데면세점
(http://kr.lottedfs.com)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TEL : 759-6396 
·사보기자 : 박석인(커뮤니케이션팀)

롯데월드
(www.lotteworld.com)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TEL : 1661-2000
·사보기자 : 호선혜(커뮤니케이션팀)

부산롯데호텔
(http://busan.lottehotel.co.kr)
·본사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TEL : (051)810-5520
·사보기자 : 강지수(마케팅담당)

롯데물산
(www.lottepnd.com)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TEL : 3213-5805
·사보기자 : 최경근(홍보팀)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본사 :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TEL : 1577-6511
·사보기자 : 김유미(영업전략팀)

롯데상사
(www.lotteintl.co.kr)
·본사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02 
·TEL : 3459-9601 
·사보기자 : 장경진(경영지원팀)

롯데로지스틱스
(www.llc.co.kr)
·본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0
·TEL : 2095-3114
·사보기자 : 최정환(경영기획팀)

롯데정보통신
(www.ldcc.co.kr)
·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TEL : 2626-4000
·사보기자 : 선현정(준법경영팀)

대홍기획
(www.daehong.co.kr)
·본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0 
·TEL : 3671-6114
·사보기자 : 이희연(PR셀)

롯데자이언츠
(www.giantsclub.com) 
·본사 :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1(종합운동장내) 
·TEL : (051)590-9000
·사보기자 : 오동락(홍보팀)

롯데자산개발
(www.lottedevelop.com)
·본사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TEL : 2086-3097
·사보기자 : 김민석(홍보담당)

롯데렌탈
(www.lotterentacar.net)
·본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20 
·TEL : 3404-9732
·사보기자 : 유호성(IMC팀)

롯데글로벌로지스
(www.lotteglogis.com)
·본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0
·TEL : 2170-3355
·사보기자 : 박현철(일반지원팀)

롯데컬처웍스
(www.lottecinema.co.kr)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TEL : 6277-5914
·사보기자 : 유혜인(커뮤니케이션팀)

PETROCHEMICAL· 
CONSTRUCTION(석유화학·건설)

롯데케미칼
(www.hpc.co.kr)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TEL : 829-4269
·사보기자 : 조미영(커뮤니케이션팀)

롯데정밀화학
(www.lottefinechem.com)
·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TEL : 6974-4586
·사보기자 : 김민경(커뮤니케이션팀)

롯데첨단소재
(www.lotteadms.com)
·본사 : 경기 의왕시 고산로 56
·TEL : 031-596-3406
·사보기자 : 문영종(마케팅지원팀)

롯데건설
(www.lottecon.co.kr)
·본사 :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9
·TEL : 3480-9114
·사보기자 : 이수연(홍보부문)

롯데CM사업본부
·본사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길 5
·TEL : 2169-0213
·사보기자 : 한승윤(기획관리팀)

롯데알미늄
(www.lotteal.co.kr)
·본사 : 서울 동작구 보라매길5길 51
·TEL : 801-8000
·사보기자 : 박근식(기획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www.canon-bs.co.kr)
·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7 
·TEL : 6182-0587
·사보기자 : 강혜성(경영기획팀)

한국후지필름
(www.fujifilm.co.kr)
·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TEL : 3282-7164
·사보기자 : 오현석(광고판촉팀)

FINANCE(금융)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본사 : 서울 중구 소월로 3
·TEL : 2050-2305
·사보기자 : 이정욱(홍보팀)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본사 : 서울 중구 소월로 3
·TEL : 3455-3241 
·사보기자 : 김철오(커뮤니케이션팀)

롯데캐피탈
(www.lottecap.com)
·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TEL : 3451-0027
·사보기자 : 김동우(전략기획팀)

이비카드
(www.cashbee.co.kr)
·본사 : 서울 동작구 보라매길5길 51
·TEL : 2660-0741
·사보기자 : 문윤식(커뮤니케이션팀)

마이비
(www.mybi.co.kr)
·본사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롯데피에스넷
(www.lottepsnet.com)
·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79
·TEL : 2028-8992
·사보기자 : 김영록(경영지원팀)

WELFARE·R&D(복지·연구) 

롯데중앙연구소
(www.lotternd.com)
·본사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201
·TEL : 2169-3704
·사보기자 : 정재윤(연구지원팀)

롯데인재개발원
(www.lotteacademy.co.kr)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TEL : 2670-6163
·사보기자 : 윤미희(전략기획팀)

롯데재단
(www.lottefoundation.or.kr)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TEL : 726-4411
·사보기자 : 박정연                           

늘푸른의료재단
(www.bobath.co.kr)
·본사 : 경기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TEL : 031-786-3377
·사보기자 : 김경문(커뮤니케이션팀)

範

윤소연 : angely@lotte.net 김민진 : jinmk@lotte.net

姸 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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