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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광주 I 전북 I 전남

공동체 행복지킴이로 맞춤 봉사활동 전개

전남 화순‧함평‧곡성 포순이봉사단, ‘함께 나눔! 서로 나눔!’…행복 공동체 앞장

전남 화순군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나순)은 8월 17일 이서면 소재 독거노인 가정

을 찾아 식료품을 전달했다. 광양시지회(회장 

소완석)는 8월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

정을 회원 4명과 함께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

고 주거환경정리를 실시했다. 

함평군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이복

순)은 8월 20일 신광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찾아 말벗봉사 등 행복지킴이 봉사활동을 펼

쳤다. 곡성군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강정숙)은 8월 23일 석곡면과 오곡면의 독거노

인 가정을 방문,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

강을 챙겼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화
순, 광양, 함평, 곡성>

이·미용 봉사
전북 완주군지회는 9월 9

일 봉동읍 소재 신상경로

당과 용진읍 소재 화개마

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과 이·미

용 봉사를 진행했다. 

도시락 배달 봉사
전남 목포시지회는 9월 

7일 산정동, 용해동, 원산

동, 연산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

해 동 행정복지센터 4곳

에 도시락을 전달했다.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남 순천시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9월 6일 

왕조초교 통학로에서 등

굣길 아이들을 보호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

시했다.

교통질서 캠페인
전북 남원시지회는 9월 

3일 남원농협 앞 오거리

에서 신호지키기, 속도줄

이기 등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환경정화활동
광주 서구지회는 8월 27

일 운천저수지 일대에서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수

거하고 자연환경 훼손 행

위 금지 등을 홍보하는 전

단을 배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 전북 고창군지회 | | 광주 북구지회‧남구지회 |

광주 북구지회(회장 허두현)

와 청년회(회장 최영철)는 9월 

8일 두암동 초롱어린이공원 일

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 등에 방역소독 봉사

를 실시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을 홍보했다. <사진>
남구지회(회장 채선필)도 8월 

31일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청 

일대에서 ‘코로나 근절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

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와 마스크를 배포했다. 

전북 고창군지회 여성회(회

장 송순복)는 9월 9일 고창군 

전통시장에서 ‘지역사회 나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함께한 회원들은 시

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

려했다.

송순복 회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상인분들이 어려

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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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

경제칼럼

생활 속의 부동산

청년창업 스타트업

인터뷰
인터뷰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청렴사회
청렴이 국가 경쟁력이다
국민대통합의 요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전통적인 선비사상과 청백리

조선족 동포 바로알기
조선족의 중국 동북지역 정착 과정  곽승지

세계는 지금
뜨거워지는 남중국해 이장훈

북한 바로알기
대동강변 고급빌라보다는 
주민에 필요한 집 지어야 이영종

특별기고
진신사리(眞身舍利)와 말씀 사리 여상환

문화예술칼럼
원시유교로 돌아간 다산 정약용 선생 한경숙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K” 이은영

<송영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편집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송승환

독도와 한일관계의 미래 이민화

저조한 도쿄올림픽 성적표와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김정훈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독립정신 잇고 국민통합 계기 마련 편집실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유 신중섭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한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은? 정태선

괜찮은 거래 파트너 식별하기 김철수

중고차량 중개 플랫폼 <더트라이브> 박유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