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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현경일회장-제18대주재성청년회장취임식

경기 부천시지회(회장 이봉구)

는1월16일중동시청소통마당

에서 김동희 시의회의장을 비롯

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조직간

부등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제15 현경일 분회장협의회장

과 제18 주재성 청년회장 취

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임명장 수여, 취임사,

이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

됐다. 현경일 회장과 주재성 회

장은 각각 취임사를 통해 이임

하는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

을 표하고“간부와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리민복 가치관을

널리 전파해 최고의 지회로 만

들겠다”고밝혔다.

김동희시의회의장 등 200여 명

강원도지부(회장주복용)는1

월 22일 춘천시 삼천동 자유회

관 강당에서 주복용 회장을 비

롯해 부회장, 운 이사 및 시∙

군지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한반도 숲 가꾸

기’강원추진단 구성 및 현판

식을 개최했다. <왼쪽 사진> 이

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현판제막, 기념촬 등의순으

로진행됐다. 주복용회장은기

념사를 통해“오늘 구성된 한

반도 숲 가꾸기 강원추진단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통일 추구와 국리민복

가치에 부합하고 선도하도록

적극힘쓰겠다”고밝혔다.  

한편 경기도지부(회장 홍희

성)는 이에 앞서 1월 8일 수원

시 인계동 자유회관에서 열린

신년하례회 행사에서‘한반도

숲가꾸기’경기추진단구성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선 김인성

자유평화연구원 연구처장이

강사로 나와‘한반도 숲 가꾸

기’경기추진단 단원 100명을

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다.

<오른쪽사진>

무료급식 봉사

|강원속초시지회 |

|경기부천시지회 |

단신

재래시장장보기캠페인

강강원원 삼삼척척시시지지회회는 1월

30일 지역 재래시장에서

설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을벌 다.

목욕봉사

강강원원 고고성성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1월 28일 죽왕면 수성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목욕봉사를펼쳤다.

신년하례회

경경기기 양양주주시시지지회회는 1월

25일 만송동 소풍레이크

우드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

경경기기 가가평평군군지지회회는 1월

24일 가평군청 행정복지

센터에 불우이웃돕기 성

금60만원을기탁했다.

2019 정기총회

경경기기 양양주주시시지지회회는 1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

기총회를가졌다.

척사대회

강강원원 삼삼척척시시지지회회는 1월

22일 성당길 사무실에서

척사 회를벌 다.

사랑의연탄봉사

경경기기 고고양양시시지지회회는 1월

12일 일산1동에서 사랑의

연탄봉사를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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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미일 3각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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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지회(회장 박 곤)

는 2월 2일 교동 속초시노인복

지관에서 회원 16명이 참가한

가운데무료급식봉사를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조리 및 배식,

설거지 봉사를 했다. 이에 앞서

1월 25일에도 랑동 나눔의 집

에서무료급식봉사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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