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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활동소식
‘Giving for Good’ 프로젝트 실시
지난 5 월 15 일부터 구호·나눔 프로젝트 ‘Giving for Good’을 전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코로나 19 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인도주의적
프로젝트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선진 수석부회장의 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 앞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창설자인 한학자 총재는 여성연합과
5 월 30 일 일본 여성연합 온라인 경매

지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담아 12 개의 물품을 기부하여 Giving for Good 프로젝트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일본 여성연합은 5 월 30 일에 한학자 총재의 물품을
가지고 온라인 생중계 경매를 개최하여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솔로몬 섬, 큐바, 태국,
니제르, 라이베리아)의 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 여성연합은 홈페이지와 SNS 를
활용하여 중고의류 거래를 통해 활동기금을 조성하고, 중남미 여성연합에서는 가난한
지역의 가정들에게 중고물품과 생활물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 여성연합에서도

오세아니아 여성연합 지역 학교 물품 기부

학교에게 중고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미국, 어머니의 날 특별 기념행사 ‘Food is Love and Life’ 개최
지난 5 월 9 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본부 주관하에 문선진 수석부회장과 함께하는
미국 어머니의 날 특별행사 ‘Food is Love and Life (밥은 사랑이자 생명이다)’가 전 세계
여성연합 지도자 1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특별행사는 문선진 수석부회장이
한학자 총재가 즐겨 드시는 식사를 화상으로 요리하며 진행되었으며, 각 대륙에서 한
5 월 9 일 문선진 수석부회장 요리 중

명씩 추천 받아 ‘Super Moms’를 선발하여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Super Moms’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연합 지도자 10 명 (각
대륙에서 1 명씩)으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특별 선물이 증정되었다. 행사에서 문선진
수석부회장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께서 모임을 가진 뒤 늘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두 분의 사랑을 느끼시고, 이
전통을 계속 해서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5 월 9 일 화상으로 참석한 여성지도자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외국민 면마스크 지원 전달식 진행
지난 5 월 8 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외국민 면마스크 지원 전달식’을 자원봉사애원과
공동으로 본부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훈숙 세계회장(여성연합), 김수연
한국회장(여성연합),

유정화

사무총장(여성연합),

유경득

사무총장(자원봉사애원),

김연진

국장(자원봉사애원), 그리고 여성연합과 자원봉사애원의 임직원 총 15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금번 면마스크 지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5 월 8 일에 1 차로
5 월 8 일 면마스크 지원 전달식

300 개, 5 월 12 일에 1000 개를 배송하였다.

아프리카 지원 활동 실시
5 월 11 일 서순천지부에서 7 명의 회원들이 아프리카에 보내는 의류와 학용품을 박스에
담았다. 회원들의 사랑의 손길이 담긴 물품과 더불어 10 만원을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송금하였다. 이어서 5 월 30 일에는 해양여수지부에서도 회원들이 사용한 옷,
신발, 가방 등을 모아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 5 명의
5 월 30 일 해양여수지부 회원들

해양여수지부 회원들이 작은 사랑을 담아 아프리카로 발송하게 되었다

6 월 일정 안내





국내 일정
국제 일정

 6 월 5, 12, 19 일: 통일인문학 북카페 (경남 창원)

 6 월 3, 10, 17, 24 일: 위드우먼 스탐 쓰담 성장 여행 (수요반)

 6 월 9 일: 6 월 월례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 (줌 화상회의)

 6 월 4, 11, 18, 25 일: 위드우먼 스탐 쓰담 성장 여행 (목요반)

 6 월 10 일: 임시 이사회

 6 월 22 ~ 24 일: WFWP 하반기 여성지도자 회의 (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