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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맞아경로당위문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청청림림동동분분회회

는 7월 10일 초복을 맞아

지역 경로당 17곳에 떡과

수박등간식을전달했다. 

도시락싸기봉사

구구 수수성성구구지지회회는 7월 6

일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에서 독거노인 지원 도시

락싸기봉사를했다. 

이·미용봉사

경경북북 경경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5일 청하요양병원

인왕점에서 어르신 이∙미

용봉사를했다.

하계수련대회

구구 중중구구지지회회는 7월 2일

경남 함양군 지리산한일

리조트에서 연맹회원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

계수련 회를개최했다. 

군부대견학체험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청청림림동동분분회회

는6월27일청림초교5학

년 학생들을 초청, 해병1

사단에서 안보현장 체험

교육을했다. 

참전용사식사대접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흥흥해해읍읍분분회회

는 6월 26일 지역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초

해 식사 접을 하고 선물

을드렸다.

구구 서서구구 평평리리66동동분분회회는

6월 27일 참전용사 어르

신들 15명을 초청해 식사

접을했다.  

회원안보특강실시

구구 서서구구지지회회는 6월 23

일 구청에서 회원 1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정 만

지회 수석부회장의 안보

강연회를열었다.  

손병덕회장선출

경경북북도도지지부부 청청년년협협의의회회

는 6월 22일 다부동전적

기념관 강당에서 2017년

도 총회를 갖고 손병덕 의

성군지회 회장을 신임 회

장으로선출했다.

전쟁음식체험-안보사진전개최, 안보의식되새겨

대구-경북 전역서 6·25전쟁 기념일 전후 일제히 실시

구수성구지회(회장김인선)

는6월25일구청광장에서‘6∙

25전쟁음식 재현 시식회’를 갖

고보리주먹밥과보리개떡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왼쪽 사

진>중구지회(회장곽종걸), 동구

지회(회장 김희목), 서구지회(회

장 김욱주), 남구지회(회장 김학

민), 북구지회(회장 김문룡), 달

성군지회(회장 곽진섭)는 6월

23일 지역 주요 거리에서 전쟁

음식시식회를열었다. 

경북도지부 여성협의회(회장

이수연)는 6월 23�25일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관람객

들에게 보리주먹밥과 보리개떡

을 나눠주고 6∙25전쟁 사진전

을개최했다. <오른쪽사진>

포항시지회(회장 김광석), 상

주시지회(회장 이동 ), 청도군

지회(회장 김수길), 고령군지회

(회장 박수용), 성주군지회(회장

김석규), 칠곡군지회(회장 정시

몬), 예천군지회(회장장병호) 등

도6월22�25일각각군민회관

과 해수욕장 등 주요 장소에서

6∙25전쟁음식 재연 시식회를

열었다. 

다문화여성문화체험

|대구남구지회 | |경북경주시지회 |

구 서구지회(회장 김욱주)는 6월 17일

회원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제도 포로수

용소공원을 견학했다. <왼쪽 사진> 서구 평

리1동 분회(분회장 강경구)도 6월 25일 칠

곡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지역 전투현장을

견학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분회(회장 백금득)는

7월 1일 평택 해군2함 천안함 안보공원

과국립 전현충원등을견학했다. 

경북 포항시지회(회장 김광석)는 6월 30

일 조직간부와 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 전현충원을

방문하는 통일선봉 안보현장 체험을 실

시했다. <오른쪽사진>

거제포로수용소 견학, 대전현충원 참배 등

구 남구지회(회장 김학민)는

7월 6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다문화여성취미교

실’을 개최했다. 이날 지회는 냅

킨아트수업을진행했다. 

경북 경주시지회 여성회(회장

한정희)는6월30일용강동농업

인회관에서‘다문화여성과함께

하는 천연비누∙샴푸만들기’행

사를열었다.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경북울릉·청송지회 |

경북 울릉군지회(회장 정복석)

는 6월 21�22일 울릉중, 우산

중, 울릉고교에서 각각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북한이탈주

민 강사 최금희 씨가 나와‘북한

청소년의 생활상, 통일 필요성’

을주제로특강을했다. <사진>

경북 청송군지회(회장 권오 )

도이에앞서6월14�16일지역

5개 중∙고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최금희 강사를 초빙,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실시했다. 

|경북상주시지회 |

제11대이동영회장취임

경북 상주시지회는 7월 7일 마리앙스 웨

딩컨벤션에서 제11 이동 회장 취임식

을 가졌다. 김하 도지부 회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이정백 시장 등 내빈과 회원 150

여 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전임 김한숭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 안보관을 후손들에게 제 로 인식시

켜맡은소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 

초등학생‘나의 주장’발표대회

|경북포항시지회 |

경북 포항시 청림동분회(회장

김용규)는 6월 22일 청림초등학

교에서 전교생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과 독도수호 및

충효정신을 주제로‘제20차 나

의주장발표 회’를개최했다. 

|대구서구-경북칠곡·포항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