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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원봉사활동

충충남남 서서산산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5월 5일 서산종합운동

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

사에서자원봉사를했다. 

무료급식봉사활동

전전 덕덕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5월3일갑동국립 전

현충원에서 방문객 상

무료급식봉사를했다.  

충충북북 진진천천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5월 2일 진천화랑관에

서어르신1300여명 상

무료급식봉사를했다. 

반찬나눔행사

충충북북 충충주주시시 성성내내∙∙충충인인동동

분분회회는5월3일관내독거

노인에게 사랑의 반찬나

눔봉사를펼쳤다.

전전 서서구구지지회회 여성회는

4월 7일 가수원동 주민센

터에서 밑반찬 나눔 행사

를가졌다.

김장나눔행사

충충남남 논논산산시시지지회회는 4월

27일 관내 독거노인들을

상으로 사랑의 김장나

눔행사를가졌다.

장애인행사안내봉사

충충남남 계계룡룡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4월 20일 계룡시민체

육관에서 열린 제38회 충

남 희망 나눔 어울림 행사

에서안내봉사를했다. 

말벗나눔활동

전전 서서구구지지회회 여성회는

4월 18일 다모아경로당에

서 어르신 50명을 상으

로말벗나눔봉사를했다.   

환경자원사업소견학

전전 서서구구 월월평평22동동분분회회는

4월 17일 유성구에 위치

한 환경자원사업소 견학

을했다.

장학금전달식

충충남남 부부여여군군지지회회는 4월 4

일 지회 사무실에서 지역

모범학생 3명을 초청해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

학증서를전달했다.

충북도지부(회장 김덕중)는 5

월 11일 청주시 용암동 자유회

관에서 양정숙 여성협의회장을

비롯해 여성회 간부와 회원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동

네행복지킴이 봉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상반기 사업실

적 발표, 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었으며, 양정숙 회장은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문화에

적극동참하여행복한지역사회

를만들어가자”고말했다. 

2018 동네행복지킴이봉사자워크숍

양정숙회장및여성회원 30여명참석

충북여성협의회

|충남당진시지회 |

|세종시지부 ||충남도지부 |

충남당진시지회(회장김현기)는4월12일

백년회관에서 조직간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 전경숙 여성회장 취임식을 개

최했다. 이날 전 회장은“화목하고 당당한

여성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

충남도지부(회장 최 규)는 4월 27일 최

규 회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60여 명이 참

가한 가운데 청양 칠갑산에서 충남지부 및

시∙군지회자유등반 회를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칠갑산 산행을 통해 친

목을 다지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세종시지부(회장 서순철)는 5월 11일 지

부 회의실에서 서순철 회장과 조직간부, 

로벌리더연합 단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로벌리더연합 세종시지부 간담회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봉사단

활동방향논의등으로진행됐다.

청소년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거제포로수용소공원견학

|충남보령시지회 |
|충북청주시지회 |

충남 보령시지회(회장 양수연)는 4월 16

일 조직 간부와 회원 80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경남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견학

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용소 주요 시

설을 둘러보고 국가 안보의 소중함과 애국

심을되새겼다.

충북 청주시지회(회장 김태웅)는 5월 3

일 청주동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34명

을 상으로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

에선 북한이탈주

민 출신 심수연씨

가 강사로 나와

‘남북한 학교생활

과 북한정권의 실

상’을주제로특강

을했다. 

이에 앞서 5월 2

일에도 솔밭중학교 학생 1000명을 상

으로 탈북강사 심수연 씨 초청,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전개했다.

국토청결운동전개

대전서구-충남천안

전 서구지회(회장 김

문)는 4월 25일 회원 15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선사유적지 주변에서 환

경정화활동을실시했다. 

충남 천안시지회(회장

장규용)는 5월 3일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

틴공원, 삼거리초등학교,

원성천에서 환경정화 캠

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회

원들은 조각상 닦기, 쓰레

기 수거 및 잡초 제거 등

의활동을펼쳤다.

제7대전경숙회장취임

글로벌리더봉사단간담회시·군지회자유등반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