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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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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한 끼로 실천하는 이웃사랑

부산본부 부자회는 6월 15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부산 용두산공원
의 정수사에 위치한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용호 본부장 등 직원 10여 명이 참가하여 준비
한 성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노숙자 등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높은 습도와 무더
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으로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식과
식당청소, 설거지 등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부자회는 2005년부터
매월 1회 노인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울산본부 울산나눔회는 6월 11일 당행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나눔

외에도 중증장애인 시설인 영도 천성재활원 노력봉사와 조손(祖孫)

행사의 일환으로‘나눔과 섬김의 집’
을 찾아 작은 봉사활동을 펼쳤

가정 아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준비한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독거노
인, 노숙자 등 2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하는 이웃사랑을 실천
하였다. 직원들은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으로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식에서부터 식당청소, 설거지에 이르기
까지 정성과 사랑으로 봉사에 임했다. 한편 울산 나눔회는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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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마을 농촌 일손돕기 실시

게나마 원생들과 어울리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04년 울산본부 전 직원이 참여하여 결성된 울산 나눔회는 지금까
지‘작은마을 노인 요양원’
‘은총의 집’등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시설
을 방문하여 무료급식, 물품과 성금전달 등 나눔의 생활을 실천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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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울산본부는 앞으로도 불우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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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회복지 단체인‘한마음주간보호센터’
에 성금을 전달하고 짧

정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앙은
행상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본부는 6월 23일 자매결연마을을 방문하여 일일 일손돕기 행사
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정읍시 산내면 산호수마을은 지난 5월
도농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전라북도청이 추진 중인‘자립형 지역공
동체 지원사업’
을 통해서 전북본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 자리에
서 박정룡 본부장은 전체 직원들의 성의를 모아 마을 발전을 위한 성
금과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일손돕기 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도농
(都農)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전북본부는 일손돕기,
특산품(복분자, 먹시곶감, 하수오 등) 구매,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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