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2021. 3. 16.(화)제216호

단 신

대전 I 세종 I 충북 I 충남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세종시지부(회장 최충신)

는 3·1절 102주년을 기념해 

2월 23일 소담동·종촌동분

회를 시작으로 24일 아름

동·부강면분회, 25일 한솔

동·연기면분회, 26일 연서면

분회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충신 회장은 “순국선열

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많은 시민들이 올바른 국기

게양으로 나라사랑하는 마

음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충북 음성군지회(회장 최병

칠)는 3월 9일 ‘2021년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군청 6층 대회

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

는 20020년 결산 및 2021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최병칠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리민복 가치관을 실천하여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

들어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

다”고 말했다.

조직간부 및 시·군지회 회장단…도청과 간담회

충남도지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위기 극복 협력” 다짐

충남도지부(회장 김상한)는 

3월 9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

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3대 

위기 극복 및 더 행복한 충남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논

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1월 취

임한 김상한 충남도지부 회장

과 지부 임원 및 시·군지회 회

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도지부의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서명운

동 등 도정 협력에 대한 고마움

을 전하고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는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

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충

남도지부와 충청남도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세종시지부 | | 충북 음성군지회 |

코로나19 봉사활동
세종시 종촌동분회는 3월 

11일 유동인구 밀집공간

인 멀티플렉스에서 시민

들에게 KF94 마스크를 배

포하며 마스크 착용 및 개

인위생 수칙 준수를 홍보

했다. 

충북 음성군 소이면분회

는 3월 5일 소이초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

해 소독봉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홍보활동을 

펼쳤다.

봄맞이 꽃길 만들기
대전 서구 만년동분회는 

3월 9일 만년고 주변에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봄꽃을 식재했다.

환경정화 활동
세종 대평동분회는 3월 3

일 세종고속터미널 인근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

거하고 부착물을 제거하

는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

했다.

충남 서천군지회는 2월 

22일 봄의마을 광장에서 

읍·면분회장 10명과 함께 

주변 불법투기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동구지회, 우수지회 선정
대전시지부는 3월 3일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2020년 우수지회’에 동구

지회를 선정, 표창장을 수

여했다. 

포순이봉사단 순찰활동
충북 증평군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2월 27일 

증평재래시장 내에서 어

린이성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펼쳤다.

충북 괴산군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2월 27일 

명덕초교와 괴산도서관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충북 청주시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2월 27일 

청주시 흥덕초교와 창신

초교 일원에서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을 폈다. 

| 대전 대덕구지회 | | 충남 공주시지회 |

충남 공주시지회(회장 김윤

철)는 2월 26일 충남도지부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 등 민·경 협력치안 확

립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공주경찰서(서장 심은

석)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윤철 회장은 “북한이탈주

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다”라

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지회(회장 전원

식)는 여성회(회장 박경숙) 주

축으로 3월 3일 회덕향교에서 

전통문화 계승과 이웃사랑 나

눔 실천 ‘사랑이 가득한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박경숙 회장은 “전통식문화 

보급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날 담근 장 300여kg은 지역내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

이다.

공주경찰서 감사장 수상전통장 담그기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