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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광주 I 전북 I 전남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

전남 목포시지회는 6일 

목포역 앞, 6월 29일 교

육지원청 앞, 6월 25일 

신흥초교 앞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캠페인을 

폈다. 

환경정화 활동

광주 남구지회 여성회는 

6월 24일 관내 천변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지회는 6월 

15일 영광읍 공공기관 주

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독거노인 돕기

전남 장흥군지회는 6월 22

일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6월민주항쟁 기념식

전남 여수시지회는 6월 

22일 여수시청 문화홀에

서 개최된 제33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 및 시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광주 광산구지회는 6월 

20일 수완동주민센터 앞

에 호국보훈 의식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전남 강진군지회는 6월 

17일 강진읍사무소 앞에 

나라사랑 의식을 일깨우

는 ‘호국보훈의 달’ 현수

막을 게시했다.

전남 장흥군지회는 6월 

16일 군민회관 앞 게시대

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

보의식을 고취했다.

반찬 나눔 봉사활동

전남 함평군지회는 6월 

20일 관내 달맞이문화센

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전

달할 반찬만들기 봉사활

동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봉사

전북 고창군지회는 6월 17

일 고창문화원 주변 일대

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한 방역활동을 폈다.

취약가구 주거환경정비 봉사

현대윤치과 업무협약 체결

6·25 참전용사 가정방문 봉사활동

코로나19 방역 봉사

| 전남 담양군지회 |

| 광주 북구지회 |

| 전남 영암군지회 |

| 전남 목포시지회 |

전남 영암군지회(회장 이만

진)는 회원 20여 명은 6월 30

일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노

인 가구를 방문, 환경정비 봉

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함께한 회원들은 집안 

내부 청소는 물론 집기 정리

정돈 이후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회원들은 주거환경 

봉사 활동에 이어 주변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벌

였다.

전남 목포시지회(회장 고경

욱)는 7월 1일 용해동 현대윤

치과에서 고경욱 회장과 윤성

민 현대윤치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

은 상호 우호증진과 자총 회

원 및 가족들의 치과치료, 구

강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

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

했다.

전남 담양군지회 어머니포

순이봉사단(단장 황옥남)은 6

월 25일 지역 내 6·25전쟁 참

전용사 4가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거환경 정화

활동 실시 및 위문품을 전달

했다. 

이번 방문 활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

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

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

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북구지회 여성회(회

장 문숙)는 6월 23일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를 위해 방역봉사활동을 전

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회원 

15명은 관내 우산근린공원 일

대를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

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근린공원 주요 시

설물에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 

봉사를 폈다.

공동체 행복지킴이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전남 나주·구례·함평·무안 등 지역 취약계층 찾아가는 나눔 활동 전개

전남 나주시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장순희)은 6월 16일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정리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구

례군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이영애)

도 이날 다문화가정을 방문, 고충상담 등 동

네행복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함평군지회 어

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이복순)은 6월 22일 

월야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찾아 생필품

을 전달하고 집안 정리를 도왔다. 

무안군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김애

영)은 7월 1일 회원 10여 명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우 가정을 방문해 쌀과 휴지 등을 

전달하고 말벗봉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