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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인천 I 강원

자원순환 실천운동 
인천 미추홀구지회는 4월

14일 신기사거리 등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

하고, 재활용하여 에너지

로 만드는 자원순환 실천

운동을 벌였다.

도시락가방 제작 봉사
강원도지부 여성회는 4월 

7~13일 강남동 주민센터

에서 독거노인 반찬봉사

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

해 도시락 가방 제작 봉

사활동을 펼쳤다. 

라면기탁 지원
강원 동해시지회 청년회

는 4월 7일 지역 내 저소

득층 주민을 위해 라면 

30상자를 묵호동행정복

지센터에 전달했다.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강원도지부는 3월 29일 

춘천지구전적기념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회원 미얀마 반민주 쿠데

타 규탄대회’를 가졌다. 

재가 방문 이발 봉사
강원 속초시지회는 3월 

29일 거동이 불편한 주민

이 거주하는 2개 가구를 

방문, 이발·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서해수호의날’ 행사 참석
강원도지부는 3월 26일 

춘천 에티오피아기념관 

앞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추모행사에 참

석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강원 삼척시지회는 3월 

23~24일 삼척초교 앞에

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

했다. 

등기구 교체 봉사
강원 원주시지회는 3월 

15일 지역 내 다문화가

정 5개 가구를 대상으로 

등기구 교체사업을 전개

했다.

인천통일관, ‘체험형 통일교육 공간’으로 재개관

1994년 개관 후 지역 유일의 통일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통일관(관

장 원형식)은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2일

부터 시작한 공사가 마무리돼 

3월 25일 인천자유회관 2층 강

당에서 인천통일관 재개관 기

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

광역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원,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

장, 이정태 자유총연맹 인천

시지부 회장 등 80여 명이 참

석했다.

인천통일관은 1994년 12월 

개관한 인천지역 유일의 실증

적 통일교육장으로 분단현실

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일 미래

를 상상하는 문화, 체험, 전시

공간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 평화로 가는 길, 통일을 

향한 노력(역사, 정치, 문화), 

통일의 관문 2030 미래 이음, 

통일 향수, 하나된 통일한국, 

고향의 봄날과 통일 염원 등 6

가지 테마실로 구성됐다.

| 인천시지부 |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태)는 3월 22일 

인천자유회관 강당

에서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

장을 비롯한 인천 10

개 구.군지역 서포터

즈 봉사단 대표 98명

이 참여하여 ‘자원순

환 실천 서포터즈’ 발

대식을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

여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10개 구.군지

역을 대표하는 서포터즈 단장에 대한 위촉

장 수여, 대회사, 축사, 결의문, 자원순환 실

천서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원순환 활

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포터즈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서포터즈 봉사단은 재활용은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분

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곳곳에서 

생활 속 캠페인 실천, 등하굣길 거리캠페

인, 환경정화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자원순환 실천 서포터즈 발대식
| 인천 남동구지회 |

자원순환 실천 운동

인천 남동구 간석4동분회(분회장 장영

서)는 3월 23일 회원 10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대원주택 및 학교 주변과 석정공원 

일대 약 3km 구간에서 각종 생활 쓰레기

들을 수거했다.

구월4동분회(회장 신동식)도 4월 2일 회

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월4동 주

택가와 공원 등 모래내시장 약 2.5km 구

간에 버려진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의 각

종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 강원도지부 | | 강원도지부〮화천군〮양양군지회 |

강원 화천군지회(회장 전승

덕) 회원 40여 명은 3월 25일 

화천읍 파로호 동촌리에서 달

래캐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폈다. <사진> 양양군지

회(회장 이태우)도 4월 5일 10

명의 회원이 일손이 부족한 농

가를 방문해 산마늘채취 등 수

확작업을 도왔다. 

한편 강원도지부(회장 주복

용)는 4월 12일 회원 40여 명

이 춘천시 북산면 오항2리 인

삼농가(7000여 평)를 방문, 농

촌일손돕기 봉사를 진행했다.

강원도지부(회장 주복용)는 

4월 6일 지부 야외마당에서 생

활방역단과 농촌일손돕기 봉

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는 주복용 도지부 

회장, 안정희 여성협의회장, 김

영준 청년협의회장, 차주건 사

무처장을 비롯해 18개 시·군

지회 사무국장단과 박현정 강

원도 감염병정책담당, 유현주 

농정과 주무관이 참석했다.

김영준 청년협의회장은 “코

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활발

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새봄 농촌일손돕기 봉사‘생활방역단·농촌일손돕기 봉사단’ 발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