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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I 전북 I 전남

광주시지부, 국민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식
북구지회 김순례 고문 대통령 표창 수상···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

광주시지부(회장 배영모)는 2021년 12

월 21일 지부 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

수해 대표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2021 

국민운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김순례 고문

(북구지회 여성회) ▶행정안전부 장관 표

창:이현옥 고문(지부 청년협의회), 나찬주 

회장(광산구지회), 채영희 부회장(남구지

회 여성회), 장민주 회장(동구지회 여성회) 

▶통일부 장관 표창:김운곤 자문위원(지

부) ▶광주광역시 시장 표창:박광자 이사

(지부 여성협의회) ▶총재 표창(이희옥 서

구지회 여성회장 등 10명) 17명이다.

| 전북도지부 | | 전남 여수시지회 |

안보현장 견학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마음대회

전남 여수시지회(회장 전영

탁)는 2021년 12월 16일 디오

션호텔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조직간부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자유민

주주의 수호 한마음대회’를 개

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

수시 의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정선채 지부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

신한 연맹 회원들의 노고에 감

사를 표했다.

전북도지부(회장 진규식)는 

2021년 12월 21일 자유민주주

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

해 회원 30여 명이 마스크 착

용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

게 지키며 전남 고흥 소재 절이

도 해전 승전탑을 방문해 안보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

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진규식 회장은 “굳건한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 모두가 하나

가 되는 안보체제를 확립하는

데 연맹이 앞장서 나아갈 것”

을 당부했다.

독거노인 반찬봉사
전남 강진군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2021년 

12월 28일 지역 내 거주

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반찬나눔 봉사활

동을 전개했다.

방역키트 전달
전남 순천시지회는 2021

년 12월 24일 강남여고

에 코로나19 극복 방역

상담키트 300세트를 전

달했다.

마스크 착용 캠페인
광주 동구지회는 2021년 

12월 23일 계림초교 인

근에서 마스크 착용 홍

보 현수막을 걸고 시민

들에게 방역마스크를 배

포했다.  

청소년 선도 순찰활동
전남 영광군지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은 2021년 

12월 21일 군남중과 군

남고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맞춤형 순

찰활동을 전개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광주 남구지회는 2021년 

12월 20일 지회 사무실

에서 자립준비 청소년들

의 독립을 돕기 위한 봉

사활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