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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대청결 운동
경기 안산시지회는 5월 

14일 여성회원 30명은 구

청 인근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

역활동도 함께 했다.

유채 김치·차 전달
경기 구리시지회는 5월 

12일 구리시 사회단체들

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채김치 담

그기 행사를 가졌다. 

월례회의 개최
서울 은평구지회는 5월 

11일 회원 2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상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회

의를 실시했다.

어버이날 맞이 행사
경기 시흥시지회는 5월 

8일 회원들과 함께 어버

이날을 맞이해 관내 어르

신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안산시지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선

부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어르신들께 달

아달라며 직접 만든 카네

이션 60개를 기탁했다. 

독거노인 반찬봉사
경기 부천시지회 운영위

원 10명은 5월 8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덕분에 챌린지’ 동참
경기 남양주시지회장은 

5월 1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행사에 참여했다. 

‘유채밭 활용’ 협약식 개최
경기 구리시지회는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리두기 실천으로 20년째 

이어져 온 유채꽃 축제

를 취소하고 구리시와 

함께 유채밭 활용에 대

한 협약식을 4월 23일 

개최했다.

취약계층 도시락 전달 생활방역 안전캠페인
| 서울 송파구지회 || 서울 구로구지회 |

서울 구로구지회(회장직무대

리 이선주)는 지난 4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관내 15

개동 취약계층(수혜자) 350명

에게 비대면 형식으로 도시락

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

운 청년소상공인 9개 업체로부

터 도시락을 주문해 오는 5월 

28일까지 수혜자 350명에게 

총 14끼를 비대면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도시락을 전달받는 

수혜자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취

약계층을 추천받아 선정했으

며, 수혜자들은 자총 회원들에

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울 송파구지회(회장 김성

덕)는 지난 4월 24일 석촌호수

에서 마스크 1,000개, 소독물

티슈 1,000개와 전단지를 배

포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전에 체온 점검과 자가문

진표를 작성한 조직간부 20여 

명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캠

페인을 펼쳤다.

코로나19 방역소독 봉사활동

서울 은평구지

회(회장 이영만)

는 4월 22일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과 

주변시장, 공원 

및 상가 일대를 

코로나19 확산 예

방을 위해 방역 

및 소독 활동을 했다. 앞서 지난 3월 21

일과 4월 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

역활동을 실시한 후 22일은 역촌역과 

은평평화공원 일대 방역 및 소독 봉사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하철 역장들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소독 봉사에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피력했다.

| 서울 은평구지회 |

도시 숲 나무 가꾸기

경기 평택시지회(회장 원유태)는 지난 4월 

21~22일 이틀간 이충레포츠공원에서 ‘도시 

숲 나무 가꾸기’를 진행했다. 회원 80여 명

은 공원 녹지에 영산홍 1500주를 정성껏 심

고 근처 상가가 있는 도심지도 깨끗이 청소

했다.

| 경기 평택시지회 |

‘2020 공동체 행복지킴이’ 센터운영 회의
서울시지부, 1차 운영회의 열고 연간 운영계획 등 논의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는 5월 6일 지

부 회의실에서 ‘2020 공동체 행복지킴이’ 

제1차 센터운영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는 실무자 및 봉사단원 13명이 참석해 공

동체 행복지킴이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실무자 설명에 이어 서류 구비 계획 및 활

동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참석 봉사단

원들의 구체적인 질문과 실무자의 상세한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이기는 하지만 확

산방지를 위해 회의에 앞서 참석자 전원

에 대해 체온 측정 및 거리두기 및 생활방

역에 대한 유의사항 주지,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회의 내내 참석자간 충분한 거

리두기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