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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사회공헌으로 독립운동 정신 이어가
3·1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

비록 백산 선생은 일제 경찰의 모진 고문을 당하다

립운동가나 그 후손의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943년 숨을 거뒀지만, 당시 백산 선생이 모금해 보낸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 경영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자금 20여만원은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됐다.

독립군을 지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에게는 올해가 어

창업주의 정신은 LG 계열사의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느 때보다 각별하다.

이어지고 있다.

구인회 LG 창업주는 백산 안희제 선생을 통해 충칭 임

LG하우시스는 LG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2015

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 1만원을 전달했고, 부친인 춘

년부터 현충 시설 개보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

강 구재서 공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에게 일화

지 충칭 임시정부 청사, 서재필 기념관, 매헌 윤봉길 기

5천원을 지원했다.

념관, 우당 이회영 기념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만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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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해기념관에서 전보삼 관장(왼쪽)이 관람객에게 연구 자료
등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다.
2 LG하우시스가 개보수해 재개관한 우당 이회영 기념관을
기념관 관계자와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3 개보수 공사를 마친 도산안창호기념관 내부에서 기념관
관계자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총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
을 개보수했다.
또 2016년부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국
내외참전용사 분들의 희생에 작게나마 보답하기 위해 주
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 말까지 독립
유공자(후손 포함) 8명과 국내 참전용사 8명, 해외 참전용
사 3명 등 총 19명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G하우시스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
년을 맞는 올해에도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후대가
잘 이어받도록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심산 김창숙 기념
관을 포함한 독립운동 관련 시설 2곳의 개보수 사업을 비
롯해 국가유공자 및 국내·외 참전용사 6명의 자택 주거환
경 개선 지원 등 사업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LG하우시스 대외협력담당 이동주 상무는 "사업역량을 활
용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 가문의 후손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애국정신을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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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