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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희망미(米)' 20톤 지원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노사, 서울시복지재단 통해 3년째 ‘희망미’ 기부
- 중구, 서대문, 구로구, 강남구 등의 취약계층 2000가구에 쌀 배달하기로
- 9일 오후 1시30분,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GKL 임직원 참석 전달식
□ 서울시복지재단은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들과 함께 독거어르
신가정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서울시내 취약계층 2000
가구에 ‘희망미(米)’ 20톤(10kg 2000포,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화) 밝혔다.
□ 희망미 지원은 ①GKL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시복지재단에 5000만원을
지정기탁하면, ②재단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중구), 화원종합사회복지
관(구로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강남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서대
문구) 등 복지관 4곳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③복지관이 개별적으로
쌀을 500포씩 구매해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 한편, 서울시복지재단과 GKL 노사는 9일(화) 오후 1시30분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에서 임병수 GKL 대
표이사, 전진수 GKL 노동조합위원장,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
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 희망미 기부는 GKL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을 맞아 노사화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GKL 노사는 3년째 서울시복지재단에
5000만원을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희망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9회)

○

GKL 노사는 이번 기부를 포함해서 3년 동안 희망미 54톤(1억5000만
원)을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했다.

□ 임병수 GKL 대표이사는 “GKL 노사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해 GKL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고, 올해부터 사회공헌재단 이름으
로 희망미 기부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노사화합의 상징
처럼 된 희망미 기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지원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
운 이웃이 여전히 많다”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
록 여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서울시복지재단-GKL 노사 ‘희망미’ 지원 개요 전달식 일정

해당 복지관은 GKL사회공헌재단에서 지정한 4개 자치구의 복지관 중에
서 서울시복지재단과 GKL 측이 협의해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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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희망미’ 지원 개요

사업기간 : 2015. 6월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2,000여명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독거어르신가정 등
사업지원 : GKL사회공헌재단
사업내용 : 쌀 20톤 지원 (10kg 2,000포)
지원방법
○ GKL사회공헌재단에서 5천만원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지정기탁
○ 재단에서 4개 자치구 소재 4개 복지관으로 사업비 배분
- 능인종합사회복지관(강남구)․화원종합사회복지관(구로구 소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중구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서대문구 소재)
※ GKL사회공헌재단에서 지정한 4개 자치구 소재 복지기관 중 GKL측과 협의 후 선정

○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쌀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전달

Ⅱ ‘희망미’ 전달식

○ 일 시: 2015. 6. 9(화), 13:30 ～ 13:50
○ 장 소: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
○ 참석자: 임병수 GKL 대표이사 및 전진수 노조위원장 외 임직원 80명,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외 재단 관계자,
탁우상 서울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 관장 외 복지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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