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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 탄소중립 실천 환경정화 추진

한국생활개선 장흥군연합회(회장 김회옥)에서는 우드랜드 및 억불산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고 억불산과 우드랜
드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장흥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9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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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장흥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90여 명
의 회원들은 정남진 편백숲우드랜드를 거쳐 억불산 정상까지 등반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회원
상호 간에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는 지역 내 농촌여성 268명으
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생활ㆍ영농사업과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환경정화 활동, 탄소중립실천 생활화, 경
관조성 봉사 등 추진하였다. 김회옥 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경
개선 운동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촌 여성 리
더로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
다”고 말했다.

장흥군, 「장흥블루-청년농부」 창립총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블루-청년농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장흥블루-청
년농부는 장흥군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연구회로 디지털농업기술의
현장 실용화 촉진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계화영농과 관련된 신기술 정보 제공과 기술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 취약 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제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부여코자
하는 단체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연구회 회칙 제정, 임원 선출, 2023년 운영방법을 논의 하였
으며, 추후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봉사활동,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
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이 미래의 장흥 농업
을 선도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장흥블루-청년농부
가 장흥군 농업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농촌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
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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