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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인천 I 강원

코로나19 방역 봉사
강원 횡성군지회는 9월 

4일 횡성 대성병원을 방

문해 코로나19에 대비하

는 소독, 방역 봉사를 진

행했다. 

강원 홍천군지회는 8월 

28일 홍천군 내 홍천군

지회 회원들의 사업장 

10곳을 방문해 코로나19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 

봉사를 진행했다. 

배추심기 봉사 및 지원
강원 양양군지회는 8월 

31일 지역의 농가를 방

문해 배추심기 봉사를 

실시했다. 

공동체 행복지킴이 활동
강원 고성군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8월 28

일 수성주간노인복지센

터(죽왕면 향목리 소재)

에서 어른신 목욕 및 말

벗 봉사를 진행했다.  

사고 실종자 수색 지원
강원 춘천시지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춘천 

의암호 사고로 인한 실

종자 수색 봉사에 참가

했다. 

‘군민 걷기대회’ 봉사 
강원 고성군지회는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기

념해 열린 ‘태극기휘날리

며 고성군민걷기대회’ 행

사에서 음료용 생수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폈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천 강화군지회는 8월 

14일 강화풍물시장에서 

‘국경일엔 태극기 달자, 

나라사랑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시락 배달봉사
강원 홍천군지회 여성회

는 8월 14일, 21일, 28일 

홍천종합사회복지관에

서 지역 불우이웃 가족

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인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서구‧남동구지회, 시민 대상 방역 및 홍보계도 캠페인

인천 서구지회(회장 이순

종)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

에 걸쳐 각 동 분회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

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

다.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시

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

고, 관내 밀집지역과 유동인

구가 많은 거리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적힌 현수막을 게

시했다. 

인천 남동구지회(회장 김서

환)도 5월 25일부터 지속적으

로 남동구 취약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전개해 왔

다. <사진> 이러한 방역활동은 

7월 14일 남동구지회 청년회

(회장 이보영)에서 소독활동 

방재단을 결성한 이후 매일 3

인 3개조로 남동구 관내 도로 

노선을 따라 지역상가 진입로 

및 대중교통 이용 장소, 버스

정류장 주변등의 다중 밀집 

장소나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 봉사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봉사

| 강원 삼척시지회 |

| 강원 고성군지회 |

강원 삼척시지회(회장 김상

하)는 8월 17일 지구촌재난

구조단 활동의 일환으로 삼

척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

고 8월 21일에는 쓰레기 치우

기 등 ‘깨끗한 삼척 만들기’ 

환경봉사를 실시했다. 

또 9월 3일에는 ‘클린 강원’

2차 세이프캠페인의 일환으

로 삼척터미널에서 코로나19

대비 방역, 소독봉사를 실시

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전단

을 나눠주었다.

태극기 달기 행사

인천 중구지회(회장 한태규)

는 8월 14일 동인천역 남광장

에서 홍인성 중구청장을 비롯

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인천 중구지회

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정용 

태극기 200개와 차량용 태극

기 400개를 나눠주었다.

연수구지회(회장 심재성)도 

이날 오후 16시 BYC사거리에

서 심재성 연수구지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 내가 먼저 게양 실천’ 캠

페인을 전개했다.

| 인천 중구지회 |

태풍 마이삭 피해지역 복구 활동

코로나19 방역 직원에 
도시락 전달

강원 양양군지회(회장 이태

우)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양양지역에 피해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양양군지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양양군지회 회원 50여 명이 

집중 봉사에 나섰다. 지회 회

원 봉사자들은 양양읍 남문리

의 2가구, 손양면 방우재길, 

손양면 송현길, 현북면 발개

미길, 서면 용천길에 위치한 

피해 가옥들을 복구하는 작업

을 실시했다.

강원 원주시지회 여성회(회장 김인혜)는 

9월 4일 원주시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위문품(도시

락 500개)을 전달했다.

| 강원 양양군지회 |

강원 고성군지회(회장 유재일)의 어

머니포순이봉사단(여성회장 이순매)

은 9월 1일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주관

으로 시행된 코로나19 대응과 가을철 

감염증 대유행을 막기 위한 마스크 분

실 방지 목걸이 만

들기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이 봉사

활동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단체별 봉사

자 3~4명이 신청

해 순환하는 방식

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고성군지회 여성회 봉사자들은 강원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이 마스크를 

자주 분실해 착용을 잘 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어 마스크 목걸이 제작에 나섰

다고 밝혔다.

| 강원 원주시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