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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역이 이웃사랑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부흥동에서는 지난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평국)가 관내 저소득층 180세대에 쌀 200포, 마스크 1만매(1천만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새마을협의회,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사랑의 교회, 동일광
고, 맑은샘내과, 하당정형외과, 강동호치과, 신우목재건재상사, 장수옥, 신세계약국, 실로암약국, ㈜도시숲, 골프스카이, 마트클로버, 제
일맘마트, 왕새우직판장하당점 등 총 19개 기관 및 개인이 후원했다.

부주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오천)가 관내 경로당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방문해 송편, 과일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
다.

동명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수일)가 백미 32포를, 엠마트(대표 박민석)가 백미 50포를, 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박영
대)가 라면 100박스를, 삼학새마을금고(이사장 정영주)가 라면(20입) 20박스를,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지부장 박혁)가 백미 25포를,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조태빈)가 건어물 25세트를, 열린어린이집(원장 황예남)이 20만원을, 송하전업사(사장 박영동)가 라면10박
스를 각각 후원했다.

죽교동에서는 지난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도중)가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김 30박스, 라면 14박스, 화장지 6묶음 등을(80
만원 상당) 기탁했고, 따뜻한 북항사람들(대표 여양훈)이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에 김 30박스(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양진문)이 저소득층 가정에 백미(20kg) 5포와 라면 5박스, 참치세트 5박스(50만원 상당)를, 재건교회(목사 
정낙준)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닭 40마리를, 독지가 김종문씨가 일회용마스크 80박스를 전달했다.

만호동에서는 15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용수)가 백미 10kg 25포(100만원 상당)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완수 위원장이 건어물
세트 11박스(110만원 상당)를 각각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진참치(대표 김안룡)가 컵라면 100박스를, 현디자인(대표 장영순)이 컵라면 100박스를,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이 백미 1
0kg 33포를 모아음식점(대표 문효산)이 라면 15박스를, 목포제일교회(목사 박승호)가 백미 10kg 25포를 기탁했다. 이와 함께 배광언 한
국운수창고(주) 대표가 기탁한 백미 10kg 571포대를 통장들과 함께 각 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용당1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행호)가 지난 14일 관내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40명과 함께 송편 만들
기를 실시했다.

이어 15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주)가 주관해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조직, 동
부시장 상인회, 개인 후원자가 십시일반 마련한 백미10㎏ 130포(364만원 상당)와 이홍성 주민자치위원이 후원한 혼합잡곡 1kg 40포(3
0만원 상당)를 저소득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에 전달하고 격려했다.

삼학동에서는 엠마트(대표 박민석)가 지난 13일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쌀 10kg 50포(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또한, 권’s 인테리어(대표 권순곤)와 서순희 삼학동 16통장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각각 50만원과 20
만원 기부했다.

옥암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민호)가 지난 15일(수)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에게 라면 16박스(2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상동에서는 지난 7일 롯데칠성목포지점과 목포원예농협 하나로마트가 라면 20박스와 현금 3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9일에는 목포한국
병원(원장 강철수)이 백미(10kg) 50포와 ‘영웅이를 사랑하는 전국구 누야들 팬클럽’이 한부모가정을 위해 백미(10kg) 35포를, 14일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손가족 2가구에 각종 생필품과 상품권을 기탁했다.

원산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소)가 백미10kg 35포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광원)가 송편 11박스·두유 20박스·귤
20박스를, 통장협의회(회장 함종구)가 이불 2채를, 새마을협의회(회장 최병채)가 이불 10채를,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조경수)가 송
편 60박스를, 사랑나눔공동체(위원장 김수남)가 돼지고기·사과·참치식용유세트 16박스를, 대불라이온스클럽(회장 최호천)이 세탁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 10박스를, 목포재건교회(목사 정낙준)가 생닭 50마리를, 알파천사 목포연산점(대표 이경자)이 문구교환쿠폰 10매를, 
은지헤어스토리(원장 이은지)가 이미용서비스 재능기부 등(총 1,080만원 상당)을 후원해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경로당, 지역아동센
터, 그룹홈 등에 전달했다.

용해동에서는 지난 8일 신세계F&B(대표 공훌)가 백미20kg 20포(120만원 상당)를, 지난 10일 열린의원(대표 반정화)이 라면40개입 80
상자(200만원 상당)를, 지난 14일에는 용해신용협동조합(조합장 박장복)이 사과 47상자(100만원 상당)를, 지난 15일에는 목포평화라
이온스클럽(회장 강구영)이 라면32개입 20상자, 43인치TV 1대, 족욕기 2개, 성인용 기저귀 7팩 등(12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신흥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나명희)가 20세대에 위문품 60만원상당을,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건어물 10
세트(100만원 상당)를, 목포신협(이사장 박우영)이 백미10kg 30포를, 일로수산(대표 박철정) 백미10kg 20포를 저소득 독거노인 및 취(http://www.mokpo.go.kr)



세트(100만원 상당)를, 목포신협(이사장 박우영)이 백미10kg 30포를, 일로수산(대표 박철정) 백미10kg 20포를 저소득 독거노인 및 취
약계층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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