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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인천 I 강원

농촌일손돕기 봉사
강원 양양군지회는 4월 7

일 회원 10여 명과 관내 

일손이 부족한 쌀 재배농

가를 방문해 모판에 볍씨

를 파종하고 주변 환경정

비를 도왔다.

강원 양양군 손양면분회

는 3월 30일 감자재배 농

가에서 감자를 식재하며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다. 

이·미용 봉사
강원 속초시지회는 4월 4

일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

에 찾아가는 이·미용 봉

사를 실시했다.

정기회의 개최
강원도지부 여성협의회

는 3월 30일 정기회의를 

개최, 2022년도 봉사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반찬나눔 봉사
강원 인제군지회는 3월 

28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지역주민 100

여 명에게 반찬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환경정화 활동
강원 평창군지회는 3월 

25일 봉평면 면사무소 일

대 쓰레기 및 담배꽁초 

줍기, 도로 환경정비 등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고성군지회는 3월 

24일 죽왕면 소재 문암항

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핵심간부 간담회
인천시지부는 3월 23일 

강화군 소재 라르고빌리

조트에서 2022년 사업계

획 및 연맹 활성화를 위

한 핵심간부 간담회를 개

최했다.

주거환경개선 봉사
강원 원주시지회는 3월 

19일 지역 내 다문화가정 

5가구에서 등기구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시지부, ‘늘(NLL) 평화의 철책길 걷기대회’ 개최
이정희 부총재 등 시민 300여 명 ‘DMZ 평화의 길’ 걸어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태)는 

3월 29일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제1회 

늘(NLL) 평화의 철책길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이정희 부총재, 박

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롯해 시

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해안북로부터 강화평화전

망대까지 철책길을 따라 15km 

코스를 걸었다.

이정태 회장은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평화통일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

기를 바란다”며 “평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통일의 선봉자 역

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DMZ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

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 구

간에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불피해 이재민 성품 기탁

식목일 기념 식목행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

| 강원도지부·강원 강릉시지회 |

| 인천 미추홀구·남동구지회 |

| 강원 원주시·삼척시지회 |

| 강원 홍천군지회 |

강원도지부(회장직무대행 

차중대)는 4월 12일 양구군 남

면 소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해 양구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을 위한 위문품(300만원 상당)

을 전달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릉시 사천면분회(회장 이

용기) 여성회(회장 용순옥)는 3

월 28일 사천면 면사무소에 강

릉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인천 미추홀구지회(회장 김

건영)는 4월 5일 문학산에서 

개최한 ‘제77회 식목일 기념 

식목행사’에 김건영 회장을 비

롯한 지회 간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편백나무 등 다

양한 묘목을 식재했다. 

김건영 회장은 “식목일 행사

를 통해 지친 주민들의 마음

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남동구지회(회장 권기형)도 

같은 날 경기도 양평군 대곡

리에서 새터민 지원을 위한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강원 원주시지회 여성회(회

장 김인혜)는 4월 11일 회원 

10여 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

서 전통시장 활성화 가두 캠

페인을 펼쳤다. <사진> 

삼척시지회(회장 유재용)는 

4월 6일 근덕면 소재 근덕오

일장에서 이용객들에게 재활

용 장바구니와 방역용 마스크

를 배포하면서 전통시장 활성

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원 홍천군지회 여성회(회

장 한명자)는 4월 7일 관내 장

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배

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께한 회원들은 철저한 위

생관리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배

식 후 설거지 및 식당정리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한명자 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문화가 정착되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맹이 되

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