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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EMPTY BOWLS? 

Empty Bowls is a grassroots initiative that address hunger in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students make hand-made bowls that are 
filled with soup and sold at a community dinner. Proceeds are donated to a 
local charity supporting food banks and initiatives in the local community. In 
short, Empty Bowls is about kids feeding kids. The bowls they craft make a 
difference.  

Empty Bowls at BHA started in August 2014 and will culminate in a dinner 
on May 7th, during Arts Week. To date, students have made and decorated 
almost 150 bowls. This initiative has involved students from Grade 4 through 
to Grade 12, bringing together a wide spectrum of the school community. 
Parents will be donating soup and food for the dinner. Guests will enjoy the 
soup and keep the bowl as reminder of the the need to fight hunger in our 
community. 

GOALS 
At Branksome Hall Asia, this event involves all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parents, students, and staff—coming together to fight hunger 
in our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we will raise awareness of hunger in 
our local community and show students that even small actions like making 
a bowl can make a difference. 
We envision this event as the first of what will become a regular yearly event.  

Beneficiaries  
Funds raised will be donated to Good Neighbours (goodneighbors.kr), a 
charity that supports local children. Specifically, the funds will be used to 
provide meals to school children during the weekends and school holidays 
when they cannot receive meals from school lunch programs. 

EMPTY BOWL이란? 

http://www.goodneighbors.kr


“Empty Bowl”이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지역사회의 빈곤 해소
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으로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그릇에 스프를 담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이렇게 조성된 수익금은 
푸드뱅크와 같은 기타 구호단체에 기부됩니다. 다시 말해, “Empty Bowl”은 어린이
들이 직접 빚은 그릇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또래 어린이들을 돕는다는데 큰 의
미가 있습니다. 
BHA에서는 2014년 8월, 그릇 제작을 시작으로 Empty Bowl “빈 그릇 채움 운동”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본 행사는 올해 5월에 예정된 “아트 주간” 기간에 기획 된 
여러 행사 중 하나로서 5월 7일 마련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끝으로 그 막을 내리
게 됩니다. 현재까지 BHA 학생들은 150여개의 그릇 제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교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본 행사에 참여합니다. 학부모들은 본 행사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기부하고, 행
사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빚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된 그릇은 행사 후 기념품으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 목적 
본 행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교직원까지 다 함께 참여, 지역 내 빈곤퇴치
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행사를 통해, 지역 내 기아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한 개의 그릇을 빚는 작은 행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될 연간 행사의 그 첫발을 내딛
는 것입니다. 
  

수익금 
본 행사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전액은 제주지역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굿네이버스
(goodneighbors.kr)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수익금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주말이나 방학기간 동안 빈곤가정 아이들에게 음식 제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
입니다. 

http://goodneighbor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