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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벌써 3달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2월15일 《아이찌동포녀성들의 새해모임》에서 《우리 동네 창조운동2020》에 
궐기하여 2달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말에 중국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감염확대되여가고 있는 신형코로
나비루스의 영향때문에 모두다 생활상 고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을것이며 계획대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 되여있
다고 생각합니다.
 현사태가 아직도 장기화되고 경제적타격도 심각해질것이 우려되지만 상부상조의 정
신과 단결된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동포사회를 지켜나갑시다!

 名港지부 세대별모임인 50 かい ?!는 지

난 2019학년도말인 3월, 림시휴교조치가 

취해진 9호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

하여 과자를 손에 들어 위로방문을 

하였습니다.

 東春지부 勝川분회에서는 림시휴교속에 

좀 섭섭한 졸업식을 맞이하게 된 초,중,

고급학교를 졸업한 5호의 집집을 돌아 

녀맹분회에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
지부,분회에서의 활동내용을 모집합니다! 
 ※단 감염방지대책, 건강제일로 지역실정에 맞게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또한 신형코로나비루스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슴흐뭇하게 되는 이야기 등도 함께 모집합니다!

←南지부에서 

방문을 위하여 

작성한 편지   

東春지부 勝川분회東春지부 勝川분회東春지부 勝川분회

名港지부名港지부名港지부

南지부南지부南지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8돐을 맞으

며 조국에서 재일동포자녀들의 민

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

으로 2억1,660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조국에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6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86억6,033만 390엔

에 달합니다. 

우리 학교우리 학교우리 학교

 아이찌현하 각급 학교들에서는 신형코로나비

루스의 감염확대때문에 5월6일까지 림시휴교

조치가 취해졌으나 4월4일,5일에 걸쳐 입학식, 

입원식은 여러 대책속에 진행되였습니다.

 류례없는 새학년도 시작이 되였으나 2020학년도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를 위하여 힘써나갑시다!

2억1,660만엔의 교육원조비와2억1,660만엔의 교육원조비와2억1,660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장학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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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련아이찌현본부적으로 4월11일부터  《1000호 긴급방문운동》을 벌리고 있으며 여

기에 녀성동맹지부,분회들에서도 함께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동포들, 아이들,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많으십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날이 계속 됩니다만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마음을 합쳐 

웃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지역에서도지역에서도지역에서도

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

 지부,분회에서의 활동내용을 모집합니다! 
※단 감염방지대책, 건강제일로 실정에 맞게 무리는 금물!
 또한 신형코로나비루스에 이런 대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 즐거운 일 등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名中지부名中지부名中지부

각 학교에서각 학교에서각 학교에서

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

3 密を避けての作業3 密を避けての作業

ネット環境 잘 리용, オンライン〇〇 활발히 진행ネット環境 잘 리용, オンライン〇〇 활발히 진행ネット環境 잘 리용, オンライン〇〇 활발히 진행

 지금 류행하고 있는 オンライン飲み会、 会議、 

등을 참고로 지부사임위원회를 オンライン로 LINE グ

ループビデオ電話로 해보았다는 지부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수 없지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며는 힘이 납니다!

 이 기회에 지부에서,분회에서, 또 개별적으로 

オンライン〇〇에 挑戦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각 학교들에서는 휴교기간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조금이라도 소화할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 방문, 전화

를 통한 련락과 함께 동화영상을 리용한 

オンライン수업에도 적극 挑戦하고 있습니다. 

 또한 グループビデオ電話등으로 オンライン아

침모임 등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인사

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수 

있는 날까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名東지부는 4월에 들어가 

4개의 분회의 분회장들과 

지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

여 오늘의 감염증확대의 

상황과 분회정형에 맞게 

어떻게 분회사업을 잘해보자

고, 또 미래기금운동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몫 

두몫 모두가 끼자고 합의하

였습니다. 

名東지부名東지부名東지부 名中지부는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합쳐 우리 

조직과 동포사회를 지켜

나가자는 일념으로 상임

위원들을 중심으로 300장

의 마스크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

니다. 비용을 지역상공

회가 맡았으며 총련지부

가 중심이 되여 배포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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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テイホーム”해야 할 류례없는 ＧＷ련휴기간, 어떻게 지내

셨습니까? 緊急事態宣言措置가 5월말까지 연기되여 이전과 같은

생활에 돌아가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것이 예견됩니다. 

 그런 속에 앞으로 2주일도 없이 총련결성 65돐을 맞이하게 됩

니다. 지부행사도 하지 못하는속입니다만, 집에서 가족들로 케키

를 먹거나 지부역원들로 オンライン총련결성경축모임을 조직하는 등 마음은 하나로 

우리 조직의 생일을 뜻깊게 축하합시다!

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

 지부,분회에서의 활동내용을 모집합니다! 

※단 감염방지대책, 건강제일로 실정에 맞게 무리는 금물!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一品レシピ 등도 있으면     

                                      가르쳐주십시오!

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확대와 관련된 

조직적인 대책, 給付金이나 支援金과 

관련된 정보 등도 총련본부의 ＨＰ에서 

소개되여있고 늘 갱신됩니다. 참고로 

하여주십시오. 알기 어려운 문제들은 

상담해주십시오. 

  각 학교들에서 원격( オンライン )수업, 

보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식을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신입생

들도 원격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岡崎지부는 5월9일 상임위원회를 가져 동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일이 없는가, 

료해사업을 계속 잘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영향으로 우리 녀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가 <식사의 보장>입니다. 

휴교중인 아이들, 언제나는 집에 없는 남편의 식사, 하루종일 부엌에 서있는것이 

아닐가고 느끼는 날도 있을것입니다.

 中川지부는 4월말경에 김치판매를 하면서 동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료해

하여 “食”에 대한 고민을 알아내고 요구에 따라 ＧＷ에도 김치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名駅名西지부는 4월말, 김치를 먹고 코로나를 이겨내자!< トンポ応援김치판매>라는 

이름으로 언제나보다 눅은 값으로 동포들에게 김치를 판매하여 위로하였습니다. 

中川지부中川지부中川지부

岡崎지부岡崎지부岡崎지부

名駅名西지부名駅名西지부名駅名西지부

소개소개소개 ＫＹＣ愛知オススメ飲食店のコーナー
http://kycaichi.com/18/kyc-eats

 여기에 テイクアウト를 실시하고 있는 동포가계가 소개되여있습
니다. 집근처, 어디 나갔을 때, 때로는 テイクアウト로 부엌일에서 
해방됩시다! 동포가계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WIN-WIN！

우리 학교우리 학교우리 학교

 조선신보에 도슌

학교 원격수업의 기

사가 실렸습니다. 

https://www.chosonsinbo.com/2020/05/pi-149/
조선신보기사 URL

60돐경축 아이찌동포대축제60돐경축 아이찌동포대축제

소개소개소개

総連愛知県本部ホームページ緊急対策委員会

https://craichi.amebaownd.com/pages/3809644/page_2020043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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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련결성 65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력사상 있어보지 않은 정주년기념일이 되였지만 

이 기간 동포들을 위한, 학교를 위한 각 지부의 대책, 그를 직접 담당하는 역원들의 모습,

열성동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조직을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기간이 되였습니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확대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緊急事態宣言이 해제되였습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것처럼 <코로나이전>에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시간도 걸릴것이고 이제까지와는 정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여더라도 《아이찌동포사회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며 동포녀성들을 위하여, 

동포녀성들과 함께!》 계속 헌신해나갑시다!

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기사내용모집에 대하여

 지부,분회에서의 활동내용을 모집합니다! ※단 감염방지대책, 건강제일로 실정에 맞게 무리는 금물입니다. 

 自粛기간에 있은 재미나는 이야기,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一品レシピ 등도 있으면 가르쳐주십시오! 

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우리 지역동포들을 위하여

 日本政府의 緊急事態宣言이 解除되여가면서 각 학교들에서도 철저한 감염방지대책을 하면서 

分散登校 등 여러 형태로 학교생활이 시작하였습니다. 6월부터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지향하여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중고어머니회에서는 아아들과 학교를 위하여 消毒液、 関連物品을,나고야어머니회에서도 消毒液을 

희사하였습니다. 또 중고에는 이쁜이 어머니한테서 200장의 手作りマスク가 희사되였습니다. 

 名港지부는 꽃놀이도 총련결성65돐축하행사도 한자리에 모이고 

진행하지 못하는 속에 오늘까지 조직두리에 뭉쳐 화목한 동포

동네를 함께 지켜온 동포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없겠는가고 

각 가정에서 축하해달라고 반찬과 떡을 배포하였습니다.   

 비용은 총련지부와 상공회가 담당하여 반찬은 녀성동맹이 

정성껏 만들어 オール名港로 총련결성65돐을 축하하였습니다.

 각 지부들에서도 계속 김치장사를 통한 위로방문,전화

련락, 또 마스크만들기 등 역원들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진행하였습니다. 

名港지부名港지부名港지부

각 지부각 지부각 지부

우리 학교우리 학교우리 학교

 코로나감염방지대책을 철저
히 하면서 우리도 일상을 
지향하여 할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조금씩 활동해나갑시다!

尾張지부에서 어르신들
에게 배포한 마스크.
그림은 사랑학원학생이 그렸습니다.

尾張지부尾張지부尾張지부

중고어머니회가 
희사하여

 
학교에 비치된 소독액

중고어머니회가 
희사하여

 
학교에 비치된 소독액

나고야
어머니회

희사
손소독액

나고야
어머니회

희사
손소독액

이쁜이 어머니의 마스크이쁜이 어머니의 마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