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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2019년신년하례회갖고새해시작
홍희성회장및조직간부 100명

경기도지부(회장 홍희성)는 1

월 8일 수원시 인계동 자유회관

강당에서 홍희성 지부 회장을

비롯해 최 식 부회장, 곽덕자

여성협의회장, 회원 등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하례회를 실시했다. 이날 신년

하례회는 사업계획 소개, 한반

도 숲 가꾸기 사업설명회 등이

있었다. 홍희성 회장은“새해에

도 국리민복 가치관 전파에 힘

쓰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힘을

보태자”고말했다.

경기지부, 경기남양주-안산-수원지회

2018년도 사업평가대회 및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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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의 한반도
2019년은남북관계재도약과발전의한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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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회장 홍희성)는

12월 21일 수원시 인계동 자유

회관 강당에서‘2018 사업평

가 및 사회지도자 한마음 회’

를 실시했다. 이날 회는 홍희

성 회장을 비롯해 김혁렬 부회

장 등 조직간부와 회원 150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지회(회장 곽민승)는

12월 28일 도농동 더컨벤션웨

딩홀에서 조직간부와 회원 200

명이 참석한 가운데‘평화통일

기원 강연회 및 2018 자유수호

지도자 회’를 펼쳤다. <왼쪽

사진> 이날 회는 강연회, 유

공회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

됐다.

안산시지회(회장박천광)도이

에 앞서 12월 20일 사동 한양

게스트하우스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석, 지도자 전진 회를

펼쳤다. <오른쪽 사진>

수원시지회는 12월 27일 인계

동 자유회관에서 조직간부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수

호 지도자 전진 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실적 보고, 유

공자표창등이있었다.

경 기 도

지 부

무료급식봉사

강강원원 속속초초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1월 12일 교동 속초노

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

식봉사를했다.

장학금기탁

강강원원 원원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1월 11일 단구동 행정

복지센터에 장학금 1백만

원을기탁했다.

목욕봉사

강강원원 고고성성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1월 11일 죽왕면 수성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

를했다.

아동센터에도서기부

경경기기 평평택택시시지지회회 청년회

는 1월 10일 원평동 원평

드림 지역아동센터에

1000권의 아동도서를 기

부했다. 

사랑의쌀기탁

강강원원 강강릉릉시시지지회회는 1월 9

일 강릉시청을 방문해 사

랑의 쌀을 김한근 시장에

게기탁했다.

유래형부총재

고성지회현판기증

유유래래형형 부부총총재재가 1월 4일

고성군 ㄜ동광기연 연수

원에서 강원 고성군지회

현판을제작해기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