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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밑반찬봉사

인인천천 연연수수구구지지회회는 11월

10일연수2동북한이탈주

민 쉼터에서‘사랑의 밑

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

했다. 

탈북민전통음식체험

서서울울 송송파파구구지지회회는 11월

8일 북한이탈주민을 초

청, 경기 안성시 서일농원

에서 전통음식 체험 행사

를가졌다. 

구민봉사상수상

안안형형순순 서서울울 강강남남구구지지회회

회원은 11월 2일‘제26회

강남구민의 상’시상식에

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

지한 공로로 봉사상 개인

부문상을받았다. 

어르신장수기원행사

서서울울 동동 문문구구 장장안안22동동분분

회회는 11월 2일 지역 어르

신 400여 명을 초청, ‘어

르신 장수기원 효’행사

를개최했다.

안보·문화탐방

인인천천 동동구구지지회회는 10월 30

일 파주시 적성면‘설마

리충혼탑’을 참배하고 환

경정화활동을했다. 

서서울울 동동 문문구구 답답십십리리22동동

분분회회는 10월 22일 강원도

고성을 방문, 통일전망

와 김일성 별장 등을 둘러

보았다. 

서서울울 관관악악구구지지회회 회원 44

명은 10월 17일 충남 금

산 700의총을 둘러보는

안보∙문화탐방을했다.

안보영화시사회

서서울울 동동 문문구구 전전농농22동동분분

회회는 10월 30일 지역

화관에서 화 남한산성

을관람하는역사∙안보

화시사회를가졌다. 

농촌일손돕기

인인천천 부부평평구구지지회회 청년봉

사단 100여 명은 10월 15

일 강화군 불은면 일 에

서 고구마를 캐며 농촌일

손돕기를했다.

2017년제6기자유아카데미수료식

2개월 간 19개 강좌 이수한 44명에 수료증 전달

서울시지부(회장 이학용)는 11월 7일 서울 동작구 서울자유회관

강당에서‘2017년 제6기 자유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 교육 수료

생 44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학용 회장과

지부임직원들이참석해수료생들을축하해주었다.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자유아카데미는 올해 6기를 맞아 9월 5일 개강, 매주 화요일 2개 강

좌씩 19개 과목을 운 해 왔으며, 이날 수료식에 앞서 10주차 강의

로 이현재 부회장의‘4차산업혁명과 미래의 체’, 강관수 삼성척

척신경외과원장의‘건강과생활’강의가있었다. 

통일릴레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천시지부 | |인천시지부 |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원교육성료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희)에서

운 하는 인천통일관은 10월

10일부터11월9일까지30일동

안 방문객 2500여 명을 상으

로‘통일릴레이 체험프로그램’

을실시했다. 

인천통일관은이기간중통도

리 단어게임, 디스커버리 한반

도, 통일경제 프로젝트 고리주

식회사, 통일염원 풍선 날리기,

달려보는 한반도 그리기 등 다

채로운프로그램을진행했다. 

인천시지부 어머니포순이봉

사단(단장 이진열)은 11월 7일

인천지방경찰청 강당에서 핵

심 간부 2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아동∙노인∙장애인∙청소

년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요원 교육’을 실시했

다. 이날 교육은 2017년 활동사

항과 2018년 활동방향 설명, 인

천지방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사항 소개 등으로 진

행됐다. 

서 울 시

지 부

|인천남동구지회 |

사랑의고추장담그기

인천 남동구 남촌도림동분회(회장 최재

은)는 11월 4일 주민센터에서‘사랑의 고추

장 담그기’행사를 갖고 고추장 5kg 250개

를 담갔다. 분회는 이날 담근 고추장을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동구지회 |

사랑의음식나누기

인천 동구지회(회장 김정진)는 11월 9일

송림동 원예농협 앞에서 노인 30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접하는 사랑의 음식 나누

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개

최한‘이웃사랑 행복 나눔 다과회’수익금

으로추진됐다.

|서울영등포구지회 |

대학생글로벌리더연합발대식

서울 등포구지회는 10월 28일 지회 회

의실에서 KFF 학생 로벌리더 등포구

연합 발 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 식에는

등포구연합 로벌리더 학생 10여 명

과 이인준 전국연합 표 등이 참석해 출범

을축하해주었다. 

서울 중랑구지회(회장 전찬태)

회원 80여 명은 11월 1일 묵동

먹골역 부근에서 평창동계올림

픽 성공 기원 거리 캠페인을 실

시했다. 

|서울중랑구지회 |

평창올림픽홍보활동

서울 동 문구지회(회장 임원

갑)는 10월 27일 구청 강당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기원 도전 골든벨’행사

를개최했다. 

|서울동대문구지회 |

‘통일골든벨’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