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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대청결운동

경경기기 시시흥흥시시지지회회는 7월 8

일 야동 주요거리에서

국토 청결운동을했다.

경경기기 동동두두천천시시지지회회는 6월

24일 상패동 일 에서 국

토 청결운동을펼쳤다.

6·25 안보사진전시회

강강원원 강강릉릉시시지지회회는 6월

30일 교동 올림픽파크에

서 6∙25 안보사진 전시회

를가졌다.

경경기기 남남양양주주시시지지회회는 6월

18~22일 평내동 주민자

치센터 로비에서 6∙25 안

보사진전시회를열었다.

제주통일관관람

경경기기 평평택택시시지지회회 회원 40

명은 6월 27~29일 일도2

동 제주통일관을 방문해

주요시설물을둘러봤다.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견학

경경기기 의의정정부부시시지지회회는 6월

27~28일포항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견학을했다.

태극기공원조성

강강원원 속속초초시시지지회회는 6월

24일 속초광장 쌍천표 인

근에서 태극기 바람개비

를 설치하는 공원 조성행

사를했다.

백령도안보견학

경경기기 구구리리시시지지회회는 6월

20~22일조직간부와회원

120명을 상으로 백령도

안보견학행사를했다.

독거노인돕기

강강원원 철철원원군군지지회회는 6월

22일 지역내 독거노인에

게 반찬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를도왔다.

경경기기 구구리리시시지지회회는 6월

15일 관내 독거노인 19집

에이불을전달했다.

호국용사위안행사

경경기기 군군포포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6월 20일 당동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호국용사

를 초청해 위안 행사를 펼

쳤다. 

|경기도지부 |

경기청년협의회해외봉사

|강원철원군지회 |

제21대 이오성 회장 취임

강원 철원군지회는 7월 12일

철원군청강당에서제21 이오

성 회장과 제20 이성호 회장

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종

환총재, 이현종군수, 주복용지

부회장 등 내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

오성신임회장은“더큰 한민

국을위해자유민주주의가치를

실현하는따뜻한지역사회만들

기에 앞장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지부 청년협의회(회장

윤흥식) 회장단과 임원진 23명

은 6월 21~25일 캄보디아 씨엠

립 소재 축초등학교(한인학교)

에서 책상, 의자 페인트칠 등의

활동을펼쳤다.

성남지회초도순방 청소년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경기구리·부천…탈북강사안보강연

경기 구리시지회(회장 신동 )는 6월 29일 교

문동 삼육고등학교에서 학생 700여 명을 상

으로청소년민주시민교육을실시했다. 이날교

육에선 북한이탈주민

출신 김 옥 씨가 강사

로 나와‘북한을 알면

통일이보인다’란주제

로 특강을 했다. 이에

앞서 경기 부천시지회

(회장이동구)는6월19

일 중동 계남중학교에

서 학생 745명을 상

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을 펼쳤다. <사진>이날 교육에선 북한이탈

주민 출신 한 희 강사를 초청해‘통일을 향한

두드림’이란주제로안보강연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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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부(회장 주복용)는 6

월 27일 춘천시 동내면 강원지

방경찰청 룡마당에서 박종환

총재, 원경환 경찰청장, 유래형

부총재, 주복용 회장 외 지부 임

직원, 여성회원500여명이참석

한 가운데‘안전한 강원도∙강원

참사랑 실천운동 평가 및 제10

회 강원도지부 시∙군 한마음여

성 회’를개최했다.

이날 회는 유공자 표창, 격

려금 전달, 축사, 우수지회 수상,

강원 참사랑실천운동 결의문 낭

독등의순으로진행됐다. 

박종환 총재는 축사를 통해

“강원지역 여성 회원의 결속과

단합을 이뤄내 시 가 요구하는

‘국리민복’정신을 공유하여,

‘가족사랑, 강원사랑, 나라사랑’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마련되길기 한다”고했다.

제10회시·군한마음여성대회개최

박종환 총재, 원경환 경찰청장 등 회원 5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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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홍분회협의회장취임식

경기도지부분회협의회는7월

4일 경기자유회관에서 박종환

총재, 홍희성 지부회장 및 회원

100명이 참석, 제7 박모홍 회

장취임식을가졌다. 

홍희성 경기도지부 회장은 7

월 12일 야탑동 성남시지회를

방문했다. 초도순방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박성환 회

장, 최창근 부회장, 곽덕자 여성

회장등지부임직원9명이참석

했다. 이번 방문에선 지회현황

보고, 건의사항 청취, 기념품 전

달식등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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