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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회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전 직원이 함께 벽화를 그리는 <행복나눔> 봉사활동에 나섰고, <We Can’t, We Can>,
<HIV is>, <희망갤러리> 같은 부서별 공헌활동도 예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진행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대도 더욱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데요. 내년에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혜자도 임직원도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슈퍼 그뤠잇! 우리 회사 하반기 공헌활동
우리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희망갤러리>
올해로 벌써 5회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설마..여러분 중에 구경 안 가보신 분, 경매 참여 안해보신 분은 없겠죠?
올해는 ‘새 희망, 새 출발’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15개의 멋진 작품이 전시 됐습니다.
혁신적인 의약품뿐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길리어드. 아주~ 칭찬해!
편견 타파! 차별 타파!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HIV가 약 한알로 관리가능한 만성질환이 된 것쯤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너무 뿌리 깊죠. 그래서 임직원 모두가 HIV 감염인을
응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레드리본 램프를 점등하기 위해 분주히
핸드스테퍼를 타격했는데요~ 그 결과로 감염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는 밝은 레드
리본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달려간다! 끊임없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Donation
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회사 규모가 작을때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사회공헌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사회공헌활동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5년간 희망 러리에
기부된 작품 수는?

총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후원한 수 단체는?

2017년 총 기부액은?

57작품
약 3억 2천만원

길리어드 늬우스
내년 사회공헌활동은 이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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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왕년에 사회공헌활동은 한두 번씩 해보셨죠?
앞으로 더욱 뜻깊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만들기 위해 5명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봤어요.
우리 직원들의 피드백을 담아담아 보았습니다. 내년 사회공헌활동에는 여러분들의 더욱 열렬한 관심과 참여 부탁 드려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1년에 한번 + @

더 많은 수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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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번은
모든 직원이 다 함께!
2~3번 정도는
원하는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혜자를 넓히면
어떨까요?
고아원,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보살필 소외계층은
너무 많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봉사가 진짜
남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든 일도
OK.

꾸준히 그리고
소통하며

우리 회사
이미지도 소중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수혜자들과 함께
소통 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런 활동이 결국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이미지와
연결되면 좋겠어요.

내년 프로그램은 수혜자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고, 회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한지연 본부장님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장현 과장님

우리 회사가 창립 초부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향후 활동에는
보다 연속성 있는 활동으로 꾸준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행복나눔> 벽화 그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예쁜 벽화를 그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는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는
이현지 차장님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프로그램은 더욱 더 역동적이며 수혜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으면
황의진 부장님

좋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왜 하는지 보다 정확한 목표, 이유, 결과 등에 대해 임직원분들과도
더욱 나눔 할 수 있다면, 더욱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영 차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