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

한가위사랑의송편빚기

전전남남 진진도도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9월 28일 진도여성플

라자에서 명절맞이 사랑

의송편빚기행사를했다.

무료음료봉사

전전남남 광광군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9월 28일

광읍 스포티움 광장에서

무료음료봉사를했다.

장애우돕기봉사

전전북북 고고창창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9월 28일 고창읍 장애

인사무실과 장애우 가정

을방문, 청소를했다.

광광주주 광광산산구구지지회회는 9월

12일 우산동 장애우 가정

나모씨집을찾아집안청

소를해줬다.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

전전남남 나나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9월 27일 서울 동 문

구청 광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운 했다.

경로당위문

전전남남 담담양양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9월 26일 봉산면 경로

당에서 어르신 위로행사

를개최했다.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전전남남 목목포포시시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9월 23일 수

문로 북교초교 앞에서 아

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폈다.

전전북북 전전주주시시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9월 22일 인

후동 기린초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을벌 다.

이·미용봉사

전전북북 부부안안군군지지회회는 9월

21일 행안면 부안효요양

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봉사를했다.

불우이웃에생필품전달

전전북북 부부안안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9월 20일 지역 불우노

인 을 찾아 생필품을 나

눠줬다.

04 2017. 10. 15.(일) 제175호광주 I전북 I전남

제54회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예선

이수연 학생 최우수상 수상 본선 진출

전북도지부는 9월 27일 덕진동 자유회관

내자유수호관에서연사14명과청중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54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 회’(도예선)를개최했다. 이날 회에

선 열띤 경쟁 끝에 익산 오산초등학교 6학

년 이수연 학생이‘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를 연제로 최우수상(도지사상)을 받아 오는

10월 27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리

는본선 회출전권을따냈다.

다음은수상자명단. ▶최우수상(도지사상)

: 이수연(오산초 6). ▶우수상(도의장상) : 안

예진(오산초2), 양연지(심창초5).

북한이탈주민간담회

|전북군산시지회 |

전북 군산시지회(회장 박충

기)는 9월 27일 월명동주민자

치센터에서 지역 북한이탈주

민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북한이탈주

민들의 다양한 정착사례 발표

와 지역사회 적응에 한 문제

점, 문제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 근 역사

박물관 견학이 진행됐다.

전 북

도 지 부

|전남무안군지회 |

제37회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엄수

전남 무안군지회(회장 김현

순)는 9월 29일 무안군 새마을

회관에서 박준수 군수권한

행, 이동진 군의회의장, 박준

국회의원 등 주요 기관∙단체장

과 내빈을 비롯해 연맹 간부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제37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엄수했다. 이날

행사는 조촉점화, 국민의례, 희

생자 령의 넋을 기리는 종교

의식, 추념사, 추도사, 조총헌

사, 기관 단체장 및 유족헌화 등

으로진행됐다.

박준수 군수권한대행, 박준영 국회의원 등 300명

|전북완주군지회 |

청소년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전남영광군지회 |

교통안전캠페인전개

전남 광군지회(회장 양용

남)는 9월 26일 광읍 매일시

장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회원들은‘속도

를 줄이면 교통사고도 줄어듭

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주민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을알렸다.

|전북고창군지회 |

6대 국민운동실천캠페인

|전북남원시지회 |

|광주북구지회 |

사랑의집수리봉사활동

광주 북구지회(회장 허두현)

는 9월 15일 관내 독거노인 가

정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했다. 이날 회원 12명은 장판과

벽지교체 및 전기시설 점검, 청

소와빨래봉사를했다.

전북 남원시지회(회장 정행

열)는 9월 13일 어현동 사랑의

광장에서 6 국민운동 실천 캠

페인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홍보

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명운

동을 했다. 이어 요천변 둔치에

서국토 청결운동을했다.

전북 완주군지회(회장 강

호)는 9월 25일 화산중학교 강

당에서 학생 110명을 상 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에선 탈북강사

한수연 씨의 특강(주제:통일한

국의필요성)이있었다.

전북 고창군지회(회장 김종

인)는 9월 19일 무장면 선고

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생 80

명을 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했다. 이날 탈북강사 한수

연 씨의 특강(주제:통일을 위한

두드림)이있었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