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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언택트 사회공헌으로 행복 나눔 실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가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매입한 폐박스를 활용해, 구성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도 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원 및 가족봉사단이 각자의 가정에서 캔버스를 직접 제작했다. 의

로 예전과 같은 대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언택

료진에 대한 응원과 동시에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자활을 돕는다

트(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는 취지다.

SK인천석유화학은 올해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을 언택트 방식으

또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든 홀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관

로 전환한 ‘Hi, Walk Together’(함께 걸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홀몸 어르신들이 콩나물, 느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리버섯 등 채소를 집에서 재배하거나 직접 제작한 부채, 에코백 등

(Safety Net) 구축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걸음에 함께

을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하겠다는 의미다.

나눔의 행복을 느끼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행하던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탈피,
소수의 인원도 일상생활 공간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비대

걷기 기부 캠페인 ‘Hi, Walk Together’ 챌린지

면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긴 사각지대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걷기 캠페인 ‘하이, 워

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나눔을 전하고 있다.

크 투게더’(Hi, Walk Together)도 새롭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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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인천석유화학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페이퍼 캔버스 작품을 기부했다.
2 온라인 놀이과학 교실 3 인천 서구청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4 인천시 서구노인복지관에 운영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5 SK인천석유화학 전경

‘하이 워크 투게더’는 SK인천석유화학 및 참여 기관 임직원들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나눔 실천

생활 속 걷기를 통해 공동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지역의 어려운

비대면 사회공헌의 첫 시작으로 지난 8월 인천 의료원의 의료진에

이웃에게 기부하는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퍼 캔버스 아트’ 70점을 전달했다.

침체한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칫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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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

높이기 위해 ‘놀이과학 교실’을 ‘온라인 놀이과학 교실’로 개편했

축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공백을 해소

지난 9월에 실시된 1차 캠페인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 서

하고 기존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구청, 인천서부소방서 등 임직원 884명이 참여해 목표 걸음수 1억

이를 위해 각 가정에서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보를 달성하고, 지역 발달장애인 125명에 2천만원 상당의 실종 예

눈높이에 맞춘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과

방 팔찌를 전달했다.

학 놀이 키트를 제공했다.

2차 캠페인은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서부소방서,

‘온라인 놀이과학 교실’은 ▲ 일상 속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영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4개 기업·기관 구성원 834명이 동

상 콘텐츠 시청 ▲ 제공된 과학 놀이 KIT를 활용한 개별 제작 활동

참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목표 걸음수 5천만보의 두

▲ 결과물에 대한 온라인 공유로 진행되며 올해 12월까지 총 4회에

배에 가까운 9천800만보를 달성하고, 지역의 화재 취약 계층 500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세대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홍욱표 경영혁신실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
축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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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놀며 배우는 ‘놀이과학 교실’

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택트 방식의 사회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도 비대면으

공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행복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

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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