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뱅크 뉴스룸 _ GRC 신사옥 소개

신사옥 입주와 함께 
찾아온 변화
글 홍보팀  사진 류창렬

HD현대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R&D센터(이하 GRC)에는 17개사 임직원 5천 여 

명이 입주해 함께 일하고 있다. GRC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신사옥 입주와 함께 찾아온 

기분 좋은 변화들을 소개해 본다.

페이퍼리스

우리 회사는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지향한다. 페이퍼리스란 단어 그대로 ‘종이 없는’ 

사무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인쇄물과 문서들을 없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 GRC 입주 전 약 한달에 걸쳐 체계적인 페이퍼리스 예행 연습을 진행했다. 또 

임직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서랍장은 모두 회수해 오랜 시간 묵혀둔 문서를 

정리했다. 페이퍼리스와 함께 회의실도 변했다. 모든 회의실에는 대형모니터, 카메라, 스피커가 구비되어 임직원은 

종이 없는 회의실에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자율좌석제 & 클린데스크 

우리 회사는 GRC 입주를 기점으로 자율 좌석제를 실시해, 임직원이 

매일 자유롭게 원하는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 자리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어느덧 임직원은 매일 새로운 

자리와 공간을 즐기며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은 자율좌석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일등 

공신이다. ‘클린 데스크 캠페인’을 시작한 후 임직원의 퇴근 모습도 

변했다. 다음 날 자리를 사용할 예비 주인을 위해 오늘 내가 쓴 자리를 

치우는 것은 어느새 루틴이 되었다. GRC 입주 전 개인 물품을 부서 

캐비닛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임직원은 보다 수월하게 클린 데스크에 적응할 수 있었다.

구내식당 / 캔틴

구내식당과 캔틴은 GRC의 새로운 변화 중 가장 많은 임직원이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구내식당에서는 조식, 

중식, 석식은 물론 다양한 메뉴 8가지를 제공해 직원들의 식당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건강한 한 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최근 식사 트렌드를 반영한 간편식 코너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식사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려 발생하는 혼잡함을 줄이려고 사전 예약과 수령 장소 분리, 계열사별 식사 시간 분리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 층에 마련된 캔틴은 무제한으로 제공되어, 업무에 지친 임직원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임직원은 다양해진 

간식과 음료를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종이 없는 
회의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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