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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릴레이 출범식
강원 속초시지회 여성회

는 5월 12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0 

자원봉사 릴레이 출범식

에 참여했다. 

저소득층 반찬 나눔 봉사
인천 연수구 선학동분회

는 5월 11일 선학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회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저

소득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전개했다. 

사랑의 케익 나눔 봉사
인천 남동구 간석4동분회

는 5월 7일 간석4동 행정

복지센터 2층에서 회원 8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의 케익 나눔 봉사를 전개

했다.  

주거취약가구 환경정비
강원 삼척시지회는 5월 6

일 회원들과 함께 생활쓰

레기로 인해 안전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취

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

경을 정비했다.

공동체 행복지킴이 회의
인천시지부 공동체 행복

지킴이 인천센터는 5월 6

일 수봉공원 내 인천자유

회관 3층 회의실에서 봉

사자 10명이 참여한 가운

데 공동체 행복지킴이 실

천방향에 관한 회의를 가

졌다. 

손소독제 무료 배부
인천 옹진군지회는 4월 

27일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옹진군 영흥면에

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

과 손 소독제 200개를 무

료 배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인천 남동구 구월4동분회

는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

운데 4월 23일 구월4동 모

래내시장과 공공 화장실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방

역을 실시했다.

단 신

| 인천 옹진군지회 | | 인천 옹진군지회 |

인천 옹진군지회(회장 황경

연)는 5월 11일 옹진군에 코로

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성금 

250만 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은 장정민 

옹진군수와 송향숙 옹진군청 

희망복지팀장이 참여했고 기

탁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극

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코

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

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

독거노인 건강 간식 지원

인천 남동구 간석4동분회(회장 오평석)

는 4월 21일 회원 10명과 함께 구내 취약지

역의 독거노인 100가구에 삶은 계란 400개

와 두유 100개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건강 

간식 지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

해 회원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더욱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인천 남동구지회 |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연탄 전달 봉사

강원 철원군지회(회장 이오성)는 5월 11

일 김화읍 쉬리공원 일대에서 새봄맞이 국

토대청소를 실시하면서 ‘깨끗한 철원만들

기’에 나섰다. 이오성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겨우내 쌓

였던 쓰레기·오물 등을 수거했다. 지회는 

추후 지역 내 6개 읍·면 지역도 청소를 전

개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지회(회장 김인환)는 4월 29

일 안정민 시의원과 회원 20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5개 가정에 하절기 습기방지 및 

연료용 연탄 1,250장을 전달했다.

| 강원 철원군지회 |

| 강원 원주시지회 |

코로나19 방역활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분회(회장 성종

근)는 4월 18~19일에 걸쳐 회원 10명이 참

여한 가운데 주안4동의 주택가와 경로당 

등 취약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실시

했다. 주안4동분회는 2월부터 구내 취약지

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도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봉사

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인천 미추홀구지회 |

회장단 및 구군지회 회장 연석회의
인천광역시지부

인천시지부(회장 이정

태)는 5월 11일 수봉공

원 내 인천자유회관 회

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

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태 

회장과 시지부 회장단 및 

10개 구군지회 회장 18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는 자총 발전을 위한 회

원 영입 방안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옹진군지회(회장 황경

연)는 최근 방문객이 늘고 있는 

영흥면에서 코로나19 지역사

회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지회 

회원 11명은 ‘몸은 멀리, 마음

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라

고 적힌 홍보 현수막을 지역 내 

게시대에 걸고, 관광객 대상으

로 △마스크 착용 안내 △사람

간 2M 거리 두기 △손 소독하

기 등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