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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케이엠티, 여수시 저소득 가정 등에 1억 원 ‘통 큰 기부’
2021.10.14 조회수 42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선화 연락처 061-659-3671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개선과 등록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지역사회 ‘훈훈’

(유)케이엠티(대표 명경식)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14일 성금 1억 원을 마련해 권오봉 여

수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은 부양가족 없이 오직 정부지원금에 의지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1세대와 중증정신장애로 일상생활

이 곤란한 장애인가구 1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안마의자 미설치 등록경로당에 안마의자 40대를 지원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

리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명경식 (유)케이엠티 대표는 “우리 주위엔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

다”며 “우리 회사의 노력으로 단 한분의 삶이라도 희망과 행복을 채울 수 있다면,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실천으로 지역사

회 발전에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적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뜻 큰 기부를 실천해 주신 (유)케이엠티 명

경식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발생 후 유일한 쉼터였던 경로당 이용 제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

들에게 금번 후원물품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케이엠티는 지난 10월 초 체육 꿈나무 육성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체육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코로나19 극복 저소득 가정 후원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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