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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뉴스

manufacturing & Construction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로 선정

한화건설(대표 최광호) 5월 4일 변화관리자 워크숍 개최

건축사업본부(본부장 김효진) 5월 12일 서산 동문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건축사업본부 4월 15일 2/4분기 현장소장회의 진행

건축사업본부 4월 28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토목환경사업본부(본부장 정인철) 4월 29일 2/4분기 

현장소장회의 진행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 4월 21일-22일 해외법인별 

사업현황 및 국내 R&D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2016 해외 법인장 워크숍’ 

진행 

한화첨단소재 4월 28일-29일 한화리조트 대천 

방위 사업에 관한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

한화탈레스 5월 24일 이글스데이를 맞아 

서울사업장 직원 단체 야구관람 및 응원 참여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영호) 5월 10일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3배수’를 달성해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서 수여

구미사업장 5월 12일 임직원들의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하여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금연 

클리닉’ 실시

구미사업장 5월 17일 사업장장 주재로 사격통제 

PE팀, 레이더PE팀, PGM PE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식 간담회’ 실시

용인사업장(연구개발본부장 최진혁) 5월 13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본부장 

환경안전 특강을 비롯해 현수막 부착 및 우수 표어 

공모 실시

용인사업장 5월 26일 ‘R&D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총 129건을 접수받았으며, 

5월 12일 1차 심사를 거쳐 5월 26일 시상식 개최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 5월 25일 울산CA(염소, 

가성소다)공장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한화케미칼 5월 13일부터 4주에 걸쳐 새로운 

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비전 내재화 과정(3C-3S 

프로그램)’ 실시 

여수공장(공장장 김평득) 4월 21일 2/4분기 

‘전사 홍보위원회’ 개최 

울산공장(공장장 김형준) 5월 9일 울산1공장 무재해 

8배수 달성

울산공장 5월 10일 관리감독자 90명을 대상으로 

‘자체 면담점검 실습 및 평가’ 실시

중앙연구소(소장 이찬홍) 5월 9일-11일 각종 

연구기법 습득을 통해 연구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2016 RQI 심화교육과정’ 진행 

중앙연구소 5월 13일 한화토탈 연구소 분석연구팀 

연구원을 초청해 ‘분석기술 교류회’ 실시 

tDi공장(공장장 이점우)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TDI 3공장 재가동 

tDi공장 5월 2일-4일 TDI 3공장 재가동 기념 

‘대표이사 특식 제공 이벤트’ 진행

울산사업장(공장장 오성훈) 5월 3일 ‘Survival 

100 타운홀 미팅’을 실시해 안전환경특강, 

전기절감 캠페인 및 주요 경영현황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울산사업장 5월 13일 부서별 담당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공장주변 환경정화활동 ‘My Area’ 진행  

대산사업장(공장장 김승수) 5월 17일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공장주변 

환경정화활동 ‘My Area’ 진행

한화토탈(대표 김희철) 4월 26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6 차이나플라스’ 기간 중 중국 및 대만 

고객사들을 초청해 ‘기술세미나 및 만찬행사’ 실시

한화토탈 4월 20일 충남 서산, 당진 지역 

가스공급업체인 미래엔서해에너지와 나프타 

부생가스인 ‘메탄가스 공급계약’ 체결

한화토탈 4월 22일 ‘수지사업부 상반기 워크숍’ 실시   

한화토탈 5월 16일 화성연구팀 이진석 부장 

기계/아산1 5월 18일 사업장장 내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선제대응을 위한 ‘미디어 트레이닝’ 실시

기계/아산1 5월 20일 대전 유성CC에서 ‘KAI 협력회사 

조립분과 협의회 총회’ 실시

기계/아산1 5월 25일 ‘육군항공무기체계 소개회’에 

참가해 항공무기체계 시스템, 부품전시 및 소개 

한화테크윈(대표 김철교, 신현우) 4월 27일 

경북대학교 산하 ‘밭농업 기계 개발 연구센터 

출범식’에서 방제용 드론을 처음 선보여 임무용 

드론 사업 진출  

한화테크윈 5월 10일 국내 최초 ‘CCTV 호환성 및 품질 

인증’ 획득(제품: 영상보안카메라 1종 SNO-6084R)

한화탈레스(대표 장시권) 5월 1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위 사업의 이해’ 교육을 실시해 

화약부문(대표 최양수) 5월 17일 삼척 삼표동양

시멘트 46/49광구 2016년 채광사업 계약 체결 

화약부문 5월 20일 직원과의 비전 공유를 위한 ‘경영 

토크 콘서트’ 실시

화약부문 5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과 

올림픽 성화봉 제작 일정 협의 완료

화약/보은1(사업장장 오양석) 5월 4일 가정의 달 

맞이 ‘보은어린이집 원생 사업장 방문 행사’ 실시

방산부문(대표 이태종) 4월 25일 사우디 MICLIC 

수출 추진을 위한 품질 확인 시연

방산부문 4월 26일 ‘사랑의 독서카페’ 92호점 개관식

방산/여수(사업장장 박종완) 4월 22일 성과창출을 

위한 ‘리더십과 힐링테라피’ 교양 강좌 실시 

방산/여수 4월 29일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 감사패 수여 

방산/여수 4월 29-30일 ‘SHEC 안전경영요소 

워크숍’ 진행 

무역부문(대표 박재홍) 4월 21일 독일 

패시브하우스협회(PHI)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한국·독일 및 해외 프로젝트 개발, 한국·독일 기업 간  

기술 제휴 및 협력, 에너지 효율·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을 위한 MOU’ 체결 

기계부문(대표 김연철) 4월 26일 생각 구조화 방법, 

전략수립 및 문서작성법 등 ‘HPMP 커뮤니케이션’ 

교육 진행

기계/창원(사업장장 박성배) 4월 25일 사업장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실제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미디어 트레이닝’ 실시

기계/창원 5월 3일 파워트레인사업부 ‘2016년 

동반성장 협력사 1차 간담회’ 실시

기계/창원 5월 18, 19, 26일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실시 

기계/아산1(사업부장 이은광) 5월 2일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사업장장이 참석해 지역 

국방산업 발전 방안 논의  

기계/아산1 5월 4일 방산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K-Defence 포럼’에 항공사업부장이 

참석해 방위 사업 발전전략 토론 및 공유

화약부문  직원들과 ‘경영 토크 콘서트’ 실시

한화테크윈  임무용 드론 사업 진출

한화토탈 2016 차이나플라스 중 행사 실시

한화종합화학 공장주변 환경정화활동 ‘My Area’ 진행

한화건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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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KSQI 최우수 콜센터 인증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콜센터’ 선정

한화손해보험 서울시와 ‘2016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한화리조트  중국 ‘난창완다해양낙원’ 
위탁운영관리 서비스 개시

갤러리아타임월드 ‘일家양득 캠페인’ 프로모션 MOU 체결

한화에스테이트 ‘2016년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한화첨단소재  ‘2016 해외법인장 워크숍’ 진행

<제조/건설 네트워크> (주)한화 커뮤니케이션팀 박지수 02-
729-2435 | 여수 운영팀 이슬비 061-640-1213 | 대전 운영팀
김혜정 042-829-2451 | 보은1(화약) 운영팀 김지선 043-540-
0155 | 보은2(방산) 운영팀 우민희 043-540-0577 | 구미 운영팀
곽보라 054-467-8515 | 종합연구소 운영팀 변희진 042-829-2618
| (주) 한화 무역부문 경영기획팀 정현오 02-729-3708 |
(주)한화 기계부문 경영기획팀 정미정 02-317-5318 | 창원운영팀 
최승연 대리(외주구매팀) 055-210-6303 |아산1사업장 
인사파트  전현정  0 41-538 -7565 | 아산2사업장 지원과 
박종일 대리 041-538-4803 | 한화테크윈 커뮤니케이션팀 
서지인 사원 02-729-2872 | 판교R&D센터 김주영 사원 
070-7147-7193 | 창원사업장2사업장 HR팀 김보미 대리 055-
260-2003 | 한화탈레스 커뮤니케이션팀 전인애 대리 02-729-2142 | 
판교 원가관리그룹 고해정 대리 031-628-7003 | 용인 연구지원팀 
정윤경 대리 031-8020-7014 | 구미 Product Eng.1팀 최중규 
선임 054-460-8769 | 한화케미칼 브랜드 전략팀 선은아 02-
729-1331 | 여수 대외협력팀 최윤애 사원 061-688-1013 | 울산 
총무지원팀 이현주 052-279-2108 | 중앙연구소 연구기획팀 
오진선 042-865-6488 | 폴리실리콘공장 인사/총무 허민주 
061-690-5700 | TDI공장 지원팀 정호룡 대리 061-688-
4841 |한화종합화학 기획팀 김지연 과장 02-6321-3215 | 
울산 인사지원팀 박건희 주임 052-278-6327 | 대산 지원팀 
조동균 주임 041-660-8474 | 한화토탈 커뮤니케이션팀 
변재찬 주임 02-3415-9345 | 대산공장 총무팀 이준혁 주임 
041-660-6241 | 한화건설 홍보팀 장민수 과장 02-2055-
5301 | 한화큐셀코리아 전략금융팀 안지애 대리 02-729-
4179 | 한화첨단소재 경영혁신팀 허태호 과장 044-279-
8836 | 음성사업장 환경안전팀 최현지 043-880-2037 | 
한화컴파운드 인사/총무군 심창현 대리 02-3014-0535 | 
한화에너지 대외협력팀 이미령 02-729-4099 | 한화도시개발 
사업기획팀 김창현 대리 031-8014-7064 | 김해테크노밸리 
마케팅팀 가순석 대리 055-320-5725 <금융 네트워크> 한화생명 
홍보팀 이주연 과장 02-789-8087 | 한화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 
파트 김준연 과장 02-316-8213 | 한화자산운용 박종우 과장 
02-6950-0248 | 한화투자증권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파트 
박현주 02-3772-7493 | 한화저축은행 전략기획팀 이채은 032-
666-2337<서비스/레저 네트워크> 한화호텔&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김보윤 02-789-5076 | 설악 쏘라노 지원팀 
최지언 033-630-5613 | 용인 베잔송 지원팀 최기화 과장 
031- 52 5 - 0714 | 양평 영업팀 김민지 031-772-3811 | 
백암온천 지원팀 김소이 054-787-7001(154) | 지리산 지원팀 
김종수 대리 061-782-2171 | 경주 지원팀 권민석 054-777-8325 
| 산정호수 안시 지원팀 이희승 계장 031-540-9734 | 대천 
파로스 지원팀 최윤희 041-930-8553 |해운대 티볼리 지원팀 
신승광 051-749-5107 | 제주 지원팀 강윤정 대리 064-786-
1106 | 휘닉스파크 지원팀 이유림 계장 033-330-9647 | 
제이드가든  노회은  대리  0 55 -791-1012 |  더  플라자 
호텔마케팅팀 황빛나 02-310-7797 | FC 전략기획팀 김하연 
대리 02-2174-6026 | 여수AQ 운영팀 유아름 061-660-1122
| 제주AQ 운영팀 이광희 주임 064-780-0961 | 한화갤러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이승준 대리 02-410-7487 | 면세사업본부 
안정호 과장 02-2136-2493 | 수원점 영업지원팀  남현수 사원 
031-229-7005 | 센터시티 지원팀 장승한 과장 041-715-
7561 | 진주점 지원팀 조재익 055-791-1014 | 타임월드 
홍보P/T 이윤애 042-480-5032 | 한화B&B 경영지원팀 
유재선 대리 02-6209-2109 | 한화63시티 CSR팀 김해현 02-
789-5619 | 한화S&C 경영기획팀 이민경 02-6313-3472 | 
한화역사 지원팀 강정석 02-390-4017 | 한화이글스 홍보팀 
오창석 대리042-630-8245 | 한화인재경영원 운영팀 김안나 대리 
031-589-2851 | 북일학원 국어과 김기선 교사 041-520-8659

Finance Services & Leisure 2016 한화·한화인 주재기자

센터시티(지점장 신동일) 4월 7일 지역 

공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천안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수원점(지점장 이현진) 환경부로부터 ‘2016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받아 인증서 수여 

수원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백화점 9층 

Park9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체험’ 등 

인형극 관람 진행 

타임월드(지점장 박정훈) 5월 12일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로 문화를 확산하고자 

‘일家양득 캠페인’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타임월드 5월 13일 대전둔산경찰서와 ‘정책홍보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대표 이율국) 5월 

17일 ‘영등포주민과 함께하는 2016년도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한화S&C(대표 김용욱) 5월 16일 한국전력공사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교류’ 협약

한화S&C 5월 16일-6월 15일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멀리’ 가치 실현을 위해 전략 및 

상생파트너사 현장경영 시행 

한화B&B(대표 박종엽) 5월 10일 특수전문직 

직원채용 및 산학연계를 위해 직업전문학교와 

MOU 체결

한화B&B 5월 11일 KT 챔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고객 대상 케이터링 진행

한화역사(대표 한권태) 6월 3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한화역사 청량리역사 식음업장과 공동으로 환경 개선 

및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클린한화’ 캠페인 실시

그동안 <한화·한화인> 제작에 협조해 주신 
각 사 주재기자분들과 협력업체(제작 이로이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바이작, 인쇄 성전&화성프린원, 
배송 이노지스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화투자증권(대표 여승주) 5월 3일 본사 2층 

도전실에서 여승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WM본부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ump-up 프로모션 시상식’ 진행

한화투자증권 5월 3일 부산권역 지점장 및 PB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영자산운용 초청 설명회 개최

한화투자증권 5월 12일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권역 VIP고객 50여 명을 대상으로 밸류시스템 

투자자문 세미나 개최 

한화투자증권 5월 28일 2016년 조직문화 캠페인 ‘불꽃 

더하기 행진’ 실시. 첫 번째로,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 220여 

명이 함께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걷기 행사 진행

리조트부문(대표 문석) 5월 7일 ‘제3회 한화리조트 

어린이 미술대회’ 진행 

리조트부문 5월 21일 설악 쏘라노 ‘플라잉폭스(짚라인)’ 

오픈 

리조트부문 5월 26일 한화이글스 경기 단체 관람 및 

응원 

리조트부문 5월 28일 중국 ‘난창완다해양낙원’ 

위탁운영관리 서비스 개시 

리조트부문 5월 28일 ‘제7회 63아트 미술관 어린이 

미술대회’ 진행 

더플라자(대표 김영철) 5월 17일 더 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여름메뉴 보고회’를 열고 

여름메뉴 시연 및 시식, 대표이사 총평, 참관단의 의견공유 

진행 

한화생명 5월 12일-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서울머니쇼’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전략상품을 활용한 고객 홍보활동 실시 및 13일 

최성환 보험연구소장의 강연 개최

한화생명 5월 17일 63빌딩에서 ‘VIP 서비스 

기부 제도’를 통해 모금된 금액과 한화생명의 

매칭그랜트로 조성된 후원금을 합해 망막세포종 

치료를 받고 있는 김민승 군에게 후원금 전달

한화생명 5월 25일 63빌딩 세미나실에서 

박상빈 고객지원실장, 구도교 CPC전략실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콜센터 매니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SQI 최우수 콜센터 인증식’을 

실시했으며,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콜센터’에 선정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한 ‘201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조사 결과, ‘콜센터부문 금융서비스 손해보험부문 3회 

연속 우수기업’ 선정

한화손해보험 5월 19일-2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2016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

파로스에서 ‘신입사원 HPMP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합숙 교육 진행

한화첨단소재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배구와 족구경기 등 미니 체육대회 진행

한화도시개발(대표 최광호) 4월 21일 

사직야구장에서 김해테크노밸리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 한화이글스 경기 단체응원 실시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5월 한 달간 전국 7개 

지역본부, 70개 지역단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험사기예방 캠페인’ 실시

한화생명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화생명 가족사랑 편지쓰기 공모전’ 개최

한화생명 4월부터 판매 중인 ‘한화생명 100세 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에 

대해 200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한화생명 5월 11일 63빌딩에서 2016년 1분기(1-3월) 

실적발표회를 개최하고 총자산 101조 7,824억 원, 

수입보험료 4조 1,312억 원, 당기순이익 1,457억 원 

달성 발표

한화생명 보험업계 최초로 메인 홈페이지 외 

인터넷보험 온슈어 홈페이지 등 고객이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의 보안 솔루션을 Non-Active-X 기반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