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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제55회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예선

일반부이왕성씨본선진출

서울시지부는 7월 20일 신

방동 자유회관 강당에서 연사 8

명이 참가한 가운데‘제55회 전

국 자유수호 웅변 회’(예선)를

개최했다. 이날 회에서는이왕

성(동 문구∙일반) 씨가 상을

받아오는9월14일서울자유센

터에서 열리는 본선 회에 출전

하게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최우수

상(시장상) - 이왕성(일반) ▲우

수상(교육감상) - 엄지환(장월

초4년) ▲장려상(경찰청장상) -

나준우(일반)

|서울시지부 | |인천시지부 |

제15회고교생토론대회예선

서울시지부는 8월 3일 구로구

궁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에서‘제15회 전국 고교생 토론

회’(예선)를 개최했다. 이날

회에는‘블라인드 면접은 확

해야 한다’를 논제로 찬반 논

쟁을 벌여 하나고교 1학년 김소

연∙김희원 학생팀이 상(시장

상)을받았다.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희)는 7

월 28일 숭의동 자유회관에서

‘제15회 전국 고교생 토론 회’

(예선)을 실시했다. 이날 회에

서는 송도고등학교 2학년 정

혁∙방우식 학생팀이 상(시장

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8월 9일

서울장충동자유센터에서열리

는본선 회에참가한다.

서울시지부는 8월 14일 광화

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학용 회

장과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을 상 로 가정∙차

량용 태극기와 부채, 손수건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광복절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

다. <왼쪽사진>이날서초구지

회(회장 김 )는 구청에서‘

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 및 나

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했

다. 강북구지회(회장 조희웅), 관

악구지회, 동 문구지회, 송파

구지회(회장 김성덕), 종로구지

회 등 11개 구지회도 각 지역에

서 태극기 달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강화군지회(회장이만식)

는 8월 14일 강화읍 수협 앞에

서 나라사랑 인천사랑 태극기달

기 운동을 했다. 이날 회원들은

가정용 태극기 600개와 차량용

태극기 300개, 홍보부채 100개

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동구

지회(회장 김철수)도 이에 앞서

8월 9일 송림동 국민은행 앞에

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을 폈다. 중구지회(회장 이현 )

은 8월 13일 동인천 광장에서

연수구지회(회장 심재성)와 계

양구지회(회장 김춘수)는 8월

10일 BYC광장과 작전역 역사

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

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나라사

랑 정신을 일깨웠다. <오른쪽 사

진=계양>

나라사랑태극기달기캠페인전개
서울지부·서울 서초·관악·동대문-인천 강화·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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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줄이기캠페인

인인천천 중중구구지지회회는 8월 11

일 인현동 지하상가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의 일환

으로 시민들에게 머그컵

을 배포하며 일회용품 사

용 줄이기 홍보 활동을 전

개했다.

안보현장탐방

서서울울 강강남남구구지지회회는 7월

24일 조직간부 45명이 참

가한 가운데 강화 통일전

망 에서 안보현장 견학

을했다.

안전문화캠페인

서서울울 종종로로구구지지회회는 7월

14일 종로3가역 주변에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캠

페인을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