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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에티오피아문화제개최

강원 춘천시지회(회장 심창우)

는 9월 29~30일 춘천시 공지천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에

서 김만기 부시장, 베쿠마 메르

다싸 주한 에티오피아 사

리, 이원규 시의회 의장, 이양숙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및

지역 보훈단체 회원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에티오피아 문화제’를 개

최했다. 이날문화제에서는에티

오피아 전통음식인‘인제라’시

식 체험 및 에티오피아 원두 핸

드드립 시음과 로스팅 체험, 커

피세리머니시연등다양한프로

그램이있었다.

|경기구리·양주지회 | |강원화천·삼척지회 |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경기 구리시 어머니포순이봉

사단(단장 길순임)은 10월 13일

인창동 구지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가

졌다. 양주시어머니포순이봉사

단(단장 피은희)도 같은 날 회천

면 회천초등학교 일 에서 아

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

했다.

강원 화천군 어머니포순이봉

사단(단장 이자 )은 10월 13일

지역 화천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

다. 삼척시어머니포순이봉사

단(단장 김태숙)도 같은 날 도계

읍 도계초등학교 일 에서 아

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경기 남양주시지회(회장 곽민

승)는 10월 16일 와부읍 배순동

용사 기념탑에서 주요 기관∙단

체장과 조직간부 및 회원, 유가

족,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왼쪽

사진>이날 위령제는 헌화 및 분

향, 추모사 등의 순으로 엄숙하

게진행됐다. 

지회는 1930년도 와부읍 도곡

리에서 태어난 고 배순동 용사

의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1975년에 회원들이 건립한 위

령탑을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

으며 매년 10월 16일을 기해 위

령제를지내고있다.

경기파주시지회(회장김진수)

는 10월 5일 감악산 자락에 위

치한 반공결사 충혼탑 앞에서

최 호 시자치행정국장 및 기

관∙단체장과 유가족,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자

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실시했다. <오른쪽사진>

이날 행사는 법원초등학교 학

생 일동의 애국가 제창, 희생자

에 한 묵념, 육군 25사단의 조

총, 유가족 표 및 각급 기관∙

단체장의 헌화 및 분향, 종교의

식, 추념사, 추도사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진행됐다.

|강원춘천시지회 |

국토대청결운동

경경기기 안안성성시시지지회회는 10월

14일 내혜홀 광장에서 국

토 청결운동을했다.

무료급식봉사

강강원원 속속초초시시지지회회는 10월

6일 교동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봉사를했다.

목욕봉사

강강원원 고고성성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10월 4일 죽왕면 수성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목욕봉사를했다.

독거노인돕기

강강원원 철철원원군군지지회회는 9월

28일 동송읍 이평리에 거

주하는 독거노인 집에 생

필품을전달했다.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거행
남양주-파주 2곳에서 반공 호국정신 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