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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활동소식
통일인문학 BOOK 카페

10 월 17 일 대구광역시지부 ‘통일인문학 BOOK 카페’ 사진

‘통일인문학 BOOK카페’가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남 순천(10월10일. 17일. 24일)지부는
참누리문화센터에서, 광주광역시지부(10월14일-15일)는 광주 비행기 카페에서, 대구광역시지부(10월17일. 24일. 31일)
효정HJ카페, 서울남부권(10월22일. 29일.11월5일)은 서울여성프라자에서 BOOK카페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한 책을 읽으며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통일공감’ 좌담회

10 월 25 일 대전광역시 좌담회 사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공감’ 좌담회가 다양한 주제로 지역별로 진행되었다. 10월18일 충북도지부 좌담회는
S459에서 조형국 박사(세계일보)를 초청하여 ‘제5유엔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여성 지도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0월23일 전북도지부는 전주 이중본에서 조희원 교수(경희대학교)를 초청하여 ‘여성 정치
리더십’이란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이날 지역 여성단체장 34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좌담회는 10월25일,
홍석훈 교수(통일교육원)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주제로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여성 지도자 48명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북한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형성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작은
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원로회원 초청 감사의 날
10월 16일에 경기도 가평에서 ‘원로회원 초청 감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문훈숙 세계회장의 환영인사, 활동보고, 오찬,
선물전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문훈숙 세계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초창기부터 수고해 오신 원로회원의 노고와 여성
연합의 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10 월 16 일 ‘원로회원 초청 감사의 날’ 사진

WFWP IWK(주한외국인지부) 10 주년 기념 행사
10 월 26 일에 청파동 가정연합빌딩 1 층 HJ 카페에서 주한외국인지부 10 주년 기념행사가 김수연 한국회장과 IWK
임원 및 게스트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0 년 동안 IWK 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내용을 소개하며,
활동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게스트들과 함께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10 월 26 일 주한외국인지부 10 주년 기념행사 사진

참석자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며, 양국의 평화를 구축해 나감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 24 차 중동여성평화회의
제 24 차 중동여성평화회의는 독일 베를린에서 10 월 1 일부터 2 일까지 “화해의 길 및 평화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14 개국을 대표하는 30 명의 중동여성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참가자 총 80 명이 참가하였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동 미디어 플랫폼을
10 월 1 일 중동여성평화회의 사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 글로벌여성평화네트워크
10 월 26 일부터 27 일까지 알바니아 티라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유럽 글로벌여성평화네트워크(GWPN)가 “함께
하는 여성: 평화, 화해 및 발전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알바니아 전임 영부인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NGO
단체장, 종교대표자 등 250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션, 만찬, “Women of Excellence Award” 시상식으

10 월 26 일 WFWP Europe GWPN 사진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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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8 일 ~ 22 일: 제 2 차 여성지도자 초청 일본연수



‘세계평화여성연합’ 카카오플로스친구 계정 오픈



11 월 5 일: 서울남부 ‘통일인문학 BOOK 카페’



‘세계평화여성연합’ 페이스북 계정 오픈



11 월 9, 16, 23 일: 서울서부 ‘통일인문학 BOOK 카페’



“Color my Heart with Peace” 아동미술대회 모집 시작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