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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지회(회장 채선필)는 6월 29일~7

월1일지역봉선소망아동센터어린이와교사

및연맹회원44명이참가한가운데나라땅독

도지킴이원정 행사를개최했다.

이번 원정 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울릉도의

독도박물관과 독도전망 , 안용복 기념관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독도에 입도해 나라사

랑정신을함양했다.

채선필 회장은“어린이들에게 독도가 명백

한우리땅임을직접눈으로보고체험할수있

는 기회를 줄 수 있어 기쁘다”며“독도지킴이

원정 사업이 지속적인 연례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밝혔다.

| 전남도지부 |

|전북진안군지회 |

이예성학생최우수상수상, 본선대회출전

전남 구례군지회(회장 김 민)는 6월

23일 지역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연사

27명과 청중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자유수호 웅변 회(도예선)를 개최

했다. 이날 회에선 열띤 경쟁 끝에 이

예성 학생(구례북초교 4년)이‘우리의

꿈과 미래를 지키자’를 연제로 최우수

상을 수상해 오는 10월 27일 서울 장충

동 자유센터에서 열리는 본선 회 출전

권을따냈다.

제54회 자유수호웅변대회예선

전북 진안군지회는 6월 21일

용담면 용담중학교 강당에서 2

학년 학생 50여 명을 상으로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을 전개했다. 이날 강연에는 북

한이탈주민 출신 한수연 씨가

강사로 나와‘북한 청소년의 생

활 바로알기’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

전남함평군지회(회장정문호)

는 6월 22일 학교면 학다리고등

학교 강당에서 1∙2학년 학생

268명을 상으로 통일준비 민

주시민교육을 펼쳤다. 이날 교

육에선김두천연맹민주시민교

육 전문교수가 나와‘통일을 준

비하는 청소년의 자세’를 주제

로특강을했다.

교통사고예방활동

|전남구례군지회 |
전남도지부(회장 정선채)는 7

월 5일 무안군 운남면 내동마을

회관에서 농기계 사고예방 교

육을했다.

이날 지부는 야광반사지, 이

륜차안전모, 야광지팡이, 야광

우산, 미니신호봉 등 500여 점

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했다. 이어 안전모착용, 무단횡

단 금지 등을 사례별로 전하는

교통안전교육도실시했다.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남함평군지회 |

전남 여수시지회(회장 전

탁)는 6월 27일 둔덕동 사거리

에서 연맹회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을 벌 다. 이날 회원들은 시민

과 운전자들에게‘정지선지키

기’‘교통신호 준수하기’‘무단

횡단 안하기’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에

함께할것을당부했다.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

|전남여수시지회 |

전북 완주군지회(회장 강 호)

는 7월 7일 봉동읍 지회 회의실

에서 연맹 간부와 회원 50여 명

이참석한가운

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

육을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이동욱 중앙

EFR교육센터

강사가나와심

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실습

을 진행했다. 이어 교육 내용에

한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나라땅독도지킴이원정대울릉도·독도안보견학

광주남구지회, 봉선소망센터 어린이등 44명 초청

단신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전전북북 완완주주군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7일 봉동

읍 봉동파출소 앞에서 아

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 다.

양성평등주간행사참가

전전북북 고고창창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4일 동리국악당에

서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가 주최로 열린 양성평등

주간행사에참가했다.

동네행복지킴이활동

전전남남 강강진진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4일 군동면에 거주

하는저소득층2가구에생

필품을전달했다.

바닷가환경정화캠페인

전전북북 고고창창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6월30일구시포해수욕

장에서 바닷가 환경정화

캠페인을펼쳤다.

독거노인돕기운동

전전남남목목포포시시지지회회여성회는

6월27일 성동독거노인

가구에서집청소와말벗도

우미를했다.

야간순찰캠페인

전전남남 광광군군지지회회는6월26

일 광읍 시장상가 일

에서 야간순찰 캠페인을

펼쳤다.

북한이탈주민돕기

전전북북완완주주군군지지회회는6월26

일 이서면 주공아파트에

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격

려금과물품지원을했다.

사랑나눔의료봉사지원

전전남남 강강진진군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6월 25일 병

초교 강당에서 사랑나

눔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

했다.

안보정세강연회실시

전전남남장장흥흥군군지지회회는6월23

일 장흥군민회관 회의

실에서 탈북강사 한수연

씨를 초청, 안보정세 강연

회를열었다.

|전북완주군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