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사랑의 희망하우스’를 지어드립니다!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
‘우리마을 큰 잔치’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 
‘인성밥상 캠페인’

한화갤러리아 수원점, 
‘희망 트레이너’ 아이들과의 첫 만남

(주)한화/기계 창원사업장,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 진행

한화S&C,
저소득층 아동 초청 행사 ‘하나두리’ 

Volunteer  
activity 

한화테크윈은 4월 30일부터 이틀간 ‘해피드림캠프’를 실시했습니

다. ‘해피드림캠프’는 폐교 위기에 놓인 소외지역 작은 시골학교를 

살리기 위해 기업, 단체,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골학교

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류활동 기회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이

번 캠프에서는 프로방스 벽화활동과 천문관측, 달빛 운동장 영화관 

운영, 미니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화테크윈,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꿈을!

한화종합화학,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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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NeWs
사회공헌 뉴스

한화종합화학 울산사업장 임직원들은 5월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들

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

리며 총 300포대의 ‘사랑의 쌀’을 운반하며 울산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전달될 사랑의 쌀에 따스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 봉사단은 영등포 노

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마을 큰 잔치’ 활동을 진행했

습니다. 지역 무의탁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장터에서 

판매할 천연제품과 비즈공예 등을 함께 만들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시

간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물품들은 지

역사회 다른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화갤러리아 수원점은 5월 13일 8층 문화센터에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고 

첫 번째 방송댄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임직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

해 어린이날 기념 깜짝 선물을 준비해 스포츠웨어와 

운동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화S&C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사내 동호회 활동

에 초대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류

의 장을 마련하는 ‘하나두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

습니다. 축구 동호회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실제 팀 

대항 게임을 진행하며, 문화 동호회는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는 등 동호회 특성에 맞춘 활동을 통해 아이들

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봉사단은 5월 11일 여수시 화

정면 서연마을을 방문하여 ‘한화케미칼과 함께하는 

사랑의 희망하우스’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

다. 증손주와 단 둘이 살고 있는 94세 신방심 할머니 

댁을 찾아 공사 전 폐기물 수거와 짐 정리, 모래 및 벽

돌 나르기 등을 돕고, 쉬는 시간에는 할머니의 인생 이

야기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5월 12일 영락아동복지센터에

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 ‘인성밥상 캠

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한 아이들은 봉사자

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요리를 완성

하였으며, 상차림과 밥상 치우기 등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과 협동심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한화/기계 창원사업장 봉사자들은 5월 11일 해

피타임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소외지역 저소득계층 

아이들과 함께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를 진행했습

니다.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는 매월 흥미롭고 다

양한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과학실험 및 실습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