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2018. 12. 17.(월) 제189호종합·본부

12~1월지방조직주요활동계획(12.18~1.14)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자원봉사축제(가평군) 12.18 문화예술회관 200명

사랑쌀나눔행사(화성시) 12.28 보훈회관 200명

강원
남춘천로타리클럽MOU체결(도지부) 12.19 로타리클럽사무실 5명

북한이탈주민자녀인라인교실(도지부) 12.22 송암경기장 15명

충북
청년회장이·취임식(보은군) 12.18 그랜드웨딩홀 300명

통일안보고취시민교육(제천시) 12.27 코렉스뷔페회관 300명

충남
민주시민교육전문교수평가회(도지부) 12.19 충남통일관 40명

2018 자유수호활동평가대회(태안군) 12.20 지회사무실 30명

전북 한마음회원전진대회(부안군) 12.18 부안행복웨딩홀 200명

전남 송년조직간부단합대회(곡성군) 12.28 궁전회관 40명

경북 지회회장이·취임식(경산시) 12.20 경산인터불고CC 200명

경남 북한이탈주민송년회(김해시) 12.21 삼계오릭스 50명

제주 분회회장이·취임식(제주시) 12.23 지회사무실 8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2018 자유수호평가대회(마포구) 12.18 거구장컨벤션홀 500명

서울 통일준비청소년민주시민교육(시지부) 12.20 중원중학교 648명

청소년학교폭력예방캠페인(서초구) 12.28 동덕여자고등학교 20명

여성협의회자문위원회수련회(시지부) 12.18 진주사봉오리촌 30명

부산 유엔기념공원환경정화(시지부) 12.21 유엔기념공원 30명

어르신경로잔치(영도구) 12.22 영도복지회관 300명

대구
2018 자유수호활동평가대회(동구) 12.19 퀸벨호텔 150명

학교폭력예방캠페인(서구) 12.26 중리초등학교 20명

인천 통일선봉한마음지도자대회(동구) 12.19 제이웨딩홀 150명

광주 2018 자유수호활동평가대회(동구) 12.18 특미정회관 40명

대전 송년회및정기총회(대덕구) 12.20 자유회관 100명

울산 국리민복실천한마음전진대회(시지부) 12.19 울산시청 600명

세종 청년협의회회장이·취임식(시지부) 12.22 자유회관 100명

전국 시∙도지부 청년협의회

(회장 장기식)는 11월 26�30일

필리핀 마닐라 따이따이 지역에

서 장기식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청년협의회장 등 11명이

참가한가운데‘전국청년협의회

필리핀해외봉사’를실시했다. 

이번 해외방문에서 청년회장

들은 KFF초등학교를 찾아 ▲학

교시설 개∙보수, 페인트칠, 시

멘트 공사 등 노력봉사 ▲한

가르치기, 체육 등 교육봉사 ▲

의료용품, 학용품, 축구공 등 물

품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

쳤다.

장기식 회장은“일정 끝까지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한 청

년회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앞으로도 도움이 필

요한 국가에 해외봉사단을 파견

해미래를희망차게바꾸는 알

이 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

조했다.

전국청년협, 필리핀해외봉사전개

마닐라 KFF초등학교에물품전달등

시론

통신망화재무방비…

유비무환의자세로안전불감증없애야

지난달 11월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는 국가기

반시설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통신

설비가 집된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

8000회선과 광케이블 220조가 설치돼 있었다. 지하 통신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모세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

다. 하지만달랑소화기1 만비치돼있었을뿐, 그흔한스프

링쿨러하나없었다. 전문가들에따르면통신의존도가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

이번 화재로 시민들은 휴 전화를 쓸 수 없었고, 용산∙신

촌∙홍 등주요거리에선인터넷과카드결제가마비되는‘통

신 란’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돌아

보게 만든 사건이다. 중요한 건 재발방지 책이다. 통신설비

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체 안전 책을 세우고, 사고

예방을위한이중∙삼중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몇년전종북내란사범인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등은

우리 사회의 교란을 위해 KT혜화타워를 습격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녹취록에는‘혜화국의경비가삼엄하지않다’는

정탐보고까지 나와 있었다고 한다. KT혜화타워는 국내 주요

정보통신망이 집중된 통신의 심장이면서 국내 인터넷망이 해

외로연결되는관문이다. 국가중요시설에 한방호시스템을

다시한번점검해봐야할때이다.

통신이 우리 생활 전반에 끼치는 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

다. 통신 란이 발생하면 경제활동과 재난 응, 안보등에막

한피해를줄수있다. 그러나우리의 응체계는여전히‘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치기에 머물러 있다. 부실하기

짝이없다. 이런식의늑장 책이 체언제까지되풀이할셈

인가. 사고방지 책을제 로세우고관련법제를철저히보

완하는유비무환의자세를다져야할것이다.

자총은11월20�21일경주시더케이호텔에서박

종환총재를비롯해228개시∙군∙구지회사무국장

등300여명이참가한가운데‘2018 전국시∙군∙구

지회사무국장워크숍’을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국리민복과 자유총연맹 활동방

향’, ‘국리민복숲가꾸기’, ‘북한산림현황’특강과

우수사례발표, 분임토의등이있었다.

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배연자)는 11월 10일 자카

르타 롯데 콘서트홀에서 교민과 회원 등 400여 명

이 참가한 가운데‘독도합동홍보단 창단 및 인도

네시아 학생 한국어 말하기∙케이팝 경연 회’

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독도사랑티셔츠를

입고기념식과부 행사에임했다.

전국사무국장워크숍 독도합동홍보단창단등

|인도네시아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