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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환경정화캠페인

충충남남 천천안안시시지지회회 회원 30

명은 8월 8일 광덕계곡일

에서 휴가철 비 환경

정화활동을했다. 

충충북북 충충주주시시 산산척척면면분분회회

는 8월 4일 회원 20여 명

이 덕삼거리 도로변 꽃

길 가꾸기 및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충충북북 음음성성군군지지회회 회원 30

명은 7월 19일 설성공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치우

며환경정화활동을했다.  

현충원급식봉사

전전 덕덕구구 오오정정동동분분회회

는 8월 3일 국립 전현충

원에서 음식준비와 배식

등급식자원봉사를했다.

안보체험견학활동

충충남남 당당진진시시지지회회 회원 35

명은 7월 29일 판문점, 제

3땅굴, 도라산역 등을 둘

러보는 안보현장 견학을

했다.

어르신삼계탕급식봉사

전전 서서구구 괴괴정정동동분분회회는

7월 28일 지역 지치울경

로당에서 어르신 50여 명

에게 삼계탕과 떡, 과일을

접했다. 

전전 서서구구 월월평평33동동분분회회는

7월 18일 지역 다모아경

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떡과다과를 접했다.  

학교폭력추방캠페인

충충북북 음음성성군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27일 음

성초교 등 5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방과 후 학교폭

력추방활동을했다.  

어르신돌봄활동

충충남남 논논산산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19일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 직접 담근 김

치를전달했다.

무료음료봉사

전전 유유성성구구지지회회는 8월

11일 갑동 국립 전현충

원에서 무료음료 봉사를

했다.

광복 72주년나라사랑태극기달기캠페인

대전-세종-충북-충남 전 지역서 일제히 실시

충북 진천군지회는 8월 16일 진천읍 한

울웨딩컨벤션에서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안재덕 군의회 의장 등 내빈과 주요 기관∙

단체장 및 연맹 조직간부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 안치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경종 회

장의 이임식을 겸했다. 안 신임 회장은 취

임사를 통해 이임하는 이경종 회장의 노고

에 감사의 뜻을 표

하고“앞으로 자유

민주주의 발전은 물

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

고 회원의 인화단결

을 통한 조직력 강

화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배

가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

다. 

제14대 안치영 회장 취임식 저출산극복캠페인

송기섭군수등200여명참석

수해복구봉사

|세종·충남지부 |

세종시지부 청년협의회(회장 윤동필)는

7월 23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 금관리 일

수해현장에서 가재도구 세척, 쓰레기 치우

기등의복구작업을했다.

충남도지부(회장 최 규) 임∙직원 및

시∙군지회 회원 80명은 7월 24일 집중호

우 피해를 입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농가

에서 수해복구 봉사를 했다. 이날 참가자

들은 비닐하우스 토사 제거, 뚝방 쌓기, 침

수농작물 정리, 쓰레기 치우기 등의 복구

작업을했다. 

|충북청주시지회 |

소외계층에따듯한손길…동네행복지킴이활동

충북음성·증평·괴산지회

독거노인가구집수리봉사

|충남공주시지회 |

충남 공주시지회 청년회(회장 안정기)는

7월 23일 웅진동 독거노인 가정에서 도배

및 장판교체, 배수로 정비, 방충망 설치 등

집수리봉사를했다.

전 덕구지회(회장김경암)

는 8월 11일 읍내동에서‘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

개했다. <왼쪽 사진> 이날 박수

범 구청장, 신명언 전시지부

회장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은

시민들에게 태극기 300여 개를

배포했다. 서구 용문동분회(회

장 전우창)는 7월 17일 동 주민

센터앞에서주민들에게태극기

를나눠줬다.  

세종시지부 조치원분회(회장

이인식)는 8월 11일 조치원역

앞에서 차량용 태극기 달기 캠

페인을전개했다. <가운데사진>

충북청주시지회(회장김태웅)

는 8월 10일 청주시 성안길 사

거리에서 가정∙차량용 태극기

1300개를 나눠주며 가두 캠페

인을 벌 다. 청주시 오송읍분

회(회장 박한규)는 8월 15일 오

송읍새마을금고앞에서차량용

태극기 200개와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증평군지회 청년회(회장 허

범)는 8월 10일 증평군, 도안마

을에 태극기 250개를 전달하고

태극기달기 동참을 당부했다. 

<오른쪽사진>

충남당진시지회(회장김현기)

는 8월 10일 당진1동 사무소에

태극기150개를전달했다. 

충북 청주시지회(회장 김태웅) 회원 100

여 명은 8월 10일 청주시 성안동우체국 사

거리에서 저출산 극복운동 100만인 서명운

동을하며거리캠페인을전개했다.

|충북진천군지회 |

충북 음성군지회 여성회(회장 최순규)

는 8월 10일 지역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여성회는 8월 3일

에는 수혜자 가정과 미용실에 생활용품

을 전달했으며, 7월 27일에는 지역 독거

노인가정에서돌봄활동을했다. <사진>

증평군지회 여성회(회장 손태옥)는 8월

10일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집안청소를했다. 

괴산군지회 여성회(회장 박연옥)는 8월

2일지역저소득가정을방문해집안청소

를해주고생활용품을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