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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요양원방문수박대접

경경북북 상상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8월 10일 청리면 솔내

음실버빌요양원서 어르신

들에게수박을 접했다. 

충혼탑정비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용용흥흥동동분분회회

는 8월 9일 탑산 전몰학도

의용군충혼탑에서 잡초와

쓰레기를제거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해해도도동동분분회회

는 8월 8일 동 주민센터에

지역축제에서 마련한 수

익금 5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성금으로기탁했다.

경로당위문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제제철철동동분분회회

는 8월 2일 지역 경로당 4

곳을방문, 과일과음료등

을전달했다. 

지역축제참가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해해도도동동분분회회

는7월28~29일형산강제

14회 국제불빛축제장에서

먹거리부스를운 했다. 

동네행복지킴이활동

경경북북의의성성군군지지회회는7월27

일 지역 독거노인과 다문

화가정 10가구에 10만원

상당생필품을전달했다. 

양성평등행사참석

경경북북 경경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7월25일서라벌문화회

관에서열린‘2017 경주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보현장견학

경경북북 경경주주시시 월월성성동동분분회회

는7월22일강릉통일공원

을견학했다. 

경경북북김김천천시시지지회회는7월18

일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제3땅굴등을견학했다.  

월례회의

구구수수성성구구지지회회는7월11

일 지역 식당에서 회장단

과 운 위원회 월례회의

를갖고현안을토의했다.

나라사랑태극기달기캠페인

청소년안보현장견학-체험학습

경북 경주·김천·칠곡지회, 안보현장 견학-병영체험-호국골든벨 등

대구수성·달성·달서·북·동구-경북문경·칠곡·포항

경북 경주시지회(회장 한

훈)는 7월 27일 지역 중∙고교

학생 150여 명을 초청, 천안 독

립기념관과 청주 공군사관학교

를 견학하고, 안보퀴즈 회, 탈

북강사 안보특강을 갖는 등‘제

12회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학

습’을실시했다. <왼쪽사진>

김천시지회(회장 김용 )는 7

월 24일 성의여고 학생 45명을

상으로 계룡 와 육군훈련소

에서 병 훈련 체험과 6∙25전

쟁 기록실 등을 둘러보는 안보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지회는

7월 25일에는 성의고 학생 80

명을 초청해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 를 견학했다. <가운

데사진>

칠곡군지회(회장 정시몬)는 7

월 15일 지역 초∙중∙고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20회 청소년안보현장 체험학습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왜

관-다부동전투따라잡기’를 주

제로 지역 안보관련 시설 견학

과 호국골든벨, 질의응답 시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오른쪽사진>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분회

(회장 신현기)는 7월 22일 지역

식당에서 6∙25참전용사와 어

르신 250여명에게 삼계탕을

접하는행사를가졌다. 

남구 송도동분회 여성회(회장

장미화)는 7월 21일 지역 저소

득 어르신 24세 에 삼계탕과

반찬을전달했다. 

남구 상 동분회(회장 김상

철)는 7월 13일 지역 식당에서

어르신 100여 명을 상으로

‘어르신 초청 사랑의 날’행사

를갖고음식을 접했다.

어르신에음식대접

|경북포항시지회 |

구 중구지회(회장 곽종걸)는 8월 11일 동성로

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류규하 시의회 의장과 회

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2018평창동계올림

픽 성공 기원과 저출산 극복 장려 100인 서명운

동’을 전개했다. 

평창동계올림픽성공기원서명운동

|대구중구지회 |

수해복구자원봉사

|대구북구지회 |

구 북구지회(회장 김문룡)

회원 20여 명은 7월 21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의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서 집기정

리, 폐기물수거, 진흙걷어내기,

청소, 고인물 퍼내기 등 수해복

구봉사를했다.

구수성구지회(회장김인선)

는 8월 9�15일 23개 동별로 태

극기 700개를 주민들에게 나눠

주고 적의 장소에 태극기를 다

는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했다.

달성군지회(회장 곽진섭)는

14일 옥포면 강림2리에서 가정

용 태극기 200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왼쪽사진>

달서구지회(회장 송혁의)는 8

월 12일 천동 한샘공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000개와

나라사랑전단을배부했다. 

북구지회(회장김문룡)는11일

칠곡중앙 로 일 와 강북화성

파크드림아파트단지에서 가정

용태극기500개를나눠줬다.

동구지회(회장김희목)는11일

신암5동 동서아파트에서 태극

기400개를무료배부했다. 

경북문경시지회(회장노춘택)

는 8월 11일 강체육공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200개를

무료로 배부했다. 이날 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및

‘저출산 극복 운동’100만인 서

명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가운

데사진>

칠곡군지회(회장정시몬)도같

은 날 왜관남부농협사거리에서

가정용 및 차량용 태극기와 올

바른게양법이담긴홍보전단을

주민들에게나눠주었다. 

포항시 남구 상 동분회(회장

김상철)는 8월 13일 주요 거리

와 상가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오

른쪽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