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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서서울울 노노원원구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4월28일온곡

초교 주변에서 아동 성폭

력예방캠페인을펼쳤다.

무연고자묘역관리

서서울울 강강남남구구지지회회는 4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의

무연고자 묘역에서 청소

와 비석관리 등의 봉사를

했다.

장애인대축제지원봉사

서서울울 중중랑랑구구지지회회는 4월

24일 묵동 위더스중랑에

서 열린‘장애인 한마음

축제’에서 장애인 지원

봉사활동을했다. 

제3땅굴등견학

서서울울 강강남남구구지지회회는 4월

24일 경기도 파주 지역의

제3땅굴등을둘러보는안

보현장견학을실시했다.

독거노인지원벼룩시장

서서울울 서서초초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 4월 21일 방배동 복개

천서 열린 서초토요벼룩

시장에서 독거노인 지원

상품판매를했다.  

자연보호캠페인

인인천천 남남동동구구지지회회는 4월

21일 강원도 원주 소금산

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 다.   

회원역량강화워크숍

서서울울 서서 문문구구지지회회는 4월

15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

면에서 회원 역량강화워

크숍을개최했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

서울 종로구지회는 4월 4

일 덕성여자중학교에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했다. 

탈북청소년점심지원

서서울울 서서초초구구지지회회는 4월

중순 방배 중앙로 두리하

나국제학교에서 북한이

탈주민 청소년들에게 점

심식사를제공했다.

2018 고교생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개강

인천지부, 12월까지인천지역 120개 고교학생대상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희)는 4월 12일 연수구 청

량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강당에서 세일고등학

교 2학년 학생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도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개강식’을 갖

고교육을시작했다.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올바른 통일

관 정립,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식을 통한 애향심

고취에 중점을 둔 교육은‘통일을 준비하는 청소

년의 자세’, ‘21세기 자유민주사회와 선진시민의

식’, ‘자랑스러운 내 고장 인천’등의 과목으로

진행되며, 12월 7일까지 인천의 120개 고교 2학

년학생들을 상으로실시할예정이다.

|서울노원구지회 |

제8대이대규회장취임

서울노원구지회는5월8일노

원구청 강당에서 제7 김범

수 회장과 제8 이 규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종환

총재, 이학용 지부 회장, 박문규

구청장권한 행, 정도열구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등 150여

명이참석한이날취임식에서이

규 신임 회장은“자유민주주

의의발전을위한활동을적극적

으로펼치고, 구민들에게봉사하

는지회가되겠다”고밝혔다.

미세먼지줄이기캠페인

박종환총재등150여명참석

서울시지부(회장 이학용)는 4

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회원들은 중교

통을 이용하자는 등의 현수막으

로시민들에게동참을호소했다.

|서울시지부 |

시민안전문화캠페인

서울 서 문구지회(회장 박

선)는 4월 27일 홍은동 인왕시

장 주변에서 홍보전단을 배포하

며 보행중 스마트폰 보지 않기,

오토바이 인도 운행 않기 등 안

전의식캠페인을펼쳤다.

|서울서대문구지회 |

경로잔치개최

|인천남동구지회 |

인천 남동구 남촌도림동분회(회장 최재

은)는 5월 5일 남촌공원에서 남촌도림수산

동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초빙, 경로잔치

를 개최했다. 분회는 이날 어르신들에게 음

식을 마련 접했으며, 다함께 장애인협회

에서 카네이션을 마련, 참석한 어르신들에

게달아드렸다.

백령도서안보현장견학

|서울송파구지회 |

서울 송파구지회 조윤기 수석부회장과

회원 등 33명은 4월 12~13일 백령도를 방

문, 북 접경지역과 주민 피소 등을 둘러

보고 연화리‘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

배하는안보현장견학을했다.

학교폭력예방합동캠페인

|서울서초구지회 |

서울 서초구지회(회장 김 )는 4월 18

일 반포 로 27길 서초고등학교 정문 주변

에서 학생들과 함께 물티슈와 호신용 호루

라기 등을 나눠주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을 펼쳤다. 지회는 3~12월까지 매월 2회 캠

페인을하고있다.

이웃사랑성금전달

|인천계양구지회 |

인천 계양구지회(회장 김춘수)는 5월 2일

지역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에서 온누리교회와 함께 4월 21일

바자회를 개최해 모은 수익금 2700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전달했다. 

지회가 전달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어

르신들의 관절 수술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