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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미용 봉사
강원 속초시지회는 3월 7

일 지회 부회장과 회원 

약간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2가구 홀몸노인 

2명에게 이발미용 봉사

를 실시했다. 

도지부 여성회의
강원도지부 여성협의회

는 3월 4일 지부 사무처

에서 여성회 간부회의를 

갖고 올해 여성회 운영방

향과 수익사업 방안, 코

로나 예방 방역 봉사, 농

촌일손돕기 봉사 등에 대

해 논의했다. 

야외썰매장 지원 봉사
강원 속초시지회는 2월 

18일과 25일 최향미 여성

회장 외 회원 6명이 속초 

엑스포공원 임시 주차장

에서 야외썰매장에서 운

영지원 봉사를 실시했다. 

도시락 배달 봉사
강원 홍천군지회 여성회

는 2월 18일, 25일 홍천종

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

락배달봉사를 진행했다.  

탈북민 선물나눔 행사
강원도지부가 운영중인 

강원북부하나센터는 2월 

15일 ‘2021 탈북민 장기

근속 선물나눔’ 행사를 

가졌다.

시·군·구지회 사무국장 회의
인천시지부·강원도지부 개최…2021 사업계획 등 논의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태)는 3월 4일 14

시 인천자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구·군

지회 사무국장 및 시지부 임직원 1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을 준수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구·군

지회 사무국장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

의에서는 2021년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도지부(회장 주복용)도 3월 8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활동을 위한 비대

면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 각 지회는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지부 화상회의 시

스템에 접속해 지부(회) 주요 현안사항과 

올해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 강원 홍천군지회 || 강원 철원군지회 |

홍천노인복지관 
업무협약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강원 홍천군지회(회장 이희

덕)는 2월 16일 홍천노인복지

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동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

해 복지관에 나오기 어려운 노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가 복지 봉사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됐다.

강원 철원군지회(회장 이오

성)는 강원도지부 차주건 사무

처장의 지목으로 3월 3일 어린

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했다. 

철원군지회 이오성 지회회장

은 안정희 도지부 여성회장과 

함께 신철원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인천 남동구지회 |

인천 남동구지회(회장 권기

형)는 2월 24일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남동

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남동구 일대 

방역 활동은 남동구 청년회장

(이보영)과 남동구 여성회장

(김미애) 등의 적극적인 참여

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

일에 진행되고 있다.

지회는 또 2월 28일 남동구 

관내 만수북 초등학교에서 회

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

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입학 및 개학 대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역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