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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참사랑 봉사단’으로 나눔활동 실천
메리츠종금증권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더 그림 - ‘벽화 그리기’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위해 자발

주말에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서울 마포

적 봉사 단체인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을 출범하고, 매월 한 차례씩

구, 서대문구 등지의 초등학교 등에서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다. 가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족과 함께 봉사와 여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

‘참사랑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녀

을 지속해서 발굴해 다양한 테마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

들이 봉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됐다.

생신 잔치, 무료급식 지원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배

이 밖에 대한적십자사 구로봉사센터를 통해 사랑의 빵 만들기와

달 등을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 전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설, 추석 등 명절마다 인근 지역 홀로된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구세군 두리홈 - ‘미혼모 아기 돌보기’

대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과 온정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

미혼모 시설단체인 ‘구세군 두리홈’을 분기 한 차례씩 방문해 아기

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설을 맞아 38명이 직접 포장한 음식을 마포구

돌봄을 실천 중이다.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미혼모들이 자유

일대 135명의 어르신에게 찾아가 전달했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리홈은 1926년 설립된

참사랑 봉사단 김창식 팀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만나 사

국내 최초 미혼모 복지시설로,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양육할 수 있

랑을 나눌 때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며 “사랑 나눔 활동을 통해 봉

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사자와 이웃 간 참된 소통을 한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사랑 봉사단은 적극적인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제2회 대

아름다운 가게 - ‘아름다운 토요일’

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저소득·소외계층 부문), 2015년 ‘제

2008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 행

19회 노인의 날 기념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사를 매년 여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은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증
하고, 행사 당일에는 명예 점원이 돼 판매 활동을 펼친다. 판매 수익
은 전액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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