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2020. 5. 14.(목)제206호 광주 I 전북 I 전남

단 신

| 전북 고창군지회 | | 전북 남원시지회 |

전북 고창군지회(회장 송기

수)는 고창군내 타 자원봉사단

체와 함께 5월 12일 관내 전 학

생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족

꾸러미 소분 및 포장 작업봉사

를 실시했다. 

농산물 가족꾸러미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 개학이 늦춰

져 미사용된 급식 재료를 관내 

학교로 배송시키게 되며, 이 꾸

러미는 친환경 쌀과 다양한 채

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자원봉사는 꾸러미 공급업체

인 급식센터에서 포장작업에 

대한 인력 부족을 호소해 마련

됐으며, 특히 고창군지회 회원

들이 자원 봉사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서 주목 받았다.

전북 남원시지회(회장 김양

수)는 코로나19 방역단을 구성

해 소독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방역단에는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중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시설을 

선정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매주 화요일 실시할 계획

이다. 

김양수 회장은 “지회는 그동

안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교육

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며 

“코로나 여파가 사회 전반에 피

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

에 따라 자체 방역단을 구성,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

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 공동체 행복지킴이 센터 운영 회의
전북지부, 1차 운영회의 갖고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전개

전북지부(회장 진규식)는 4월 

20일 자유수호회관에서 2020

공동체 행복지킴이 제1차 센터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여성협의회

(회장 황정자) 주관으로 추진중

인 사업 연계사항을 설명하고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회

의를 마친 후 여성회 회원들은 

시내에서 코로나19 예방 캠페

인을 펼쳤다.

농산물 가족꾸러미 포장봉사 코로나19 예방 자원봉사 활동

반찬나눔 봉사활동
전남 함평군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4월 30

일 코로나19로 무료급식

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가구에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광주 동구지회 여성회는 

4월 27일 관내 다중 이용

시설(비움 박물관)을 대

상으로 코로나19 방역활

동을 실시했다.  

여성협의회 월례회의
광주시지부 여성협의회

는 4월 20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보고 및 사

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극복 현수막 게시
전남 여수시지회는 4월 

17일 관내에 코로나19 장

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

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 

행복지킴이 봉사활동
전북 완주군지회는 5월 

11일 삼례읍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 가구를 방

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북 고창군지회는 4월 

27일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

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