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2019. 5. 15.(수) 제194호경기 I강원

김준원청년회장취임식

강강원원 원원주주시시지지회회는 5월

11일 아모르웨딩컨밴션

에서 김준원 청년회장 취

임식을 겸한 청년회 발

식을개최했다.

아동지킴이순찰활동

강강원원 속속초초시시지지회회는 5월

11일 속초초교 인근에서

아동지킴이 순찰활동을

펼쳤다.

안보현장견학

경경기기 양양주주시시지지회회는 5월 9

일 독립기념관과 현충사

를 찾는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도민체육대회준비

국토대청결운동

경경기기 안안산산시시지지회회 회원 80

여명은5월3일안산문화

광장 일 에서 제65회 경

기도민체육 회 준비 국

토 청결운동을펼쳤다. 

국제마라톤대회

음료봉사활동

강강원원 삼삼척척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4월 28일 삼척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된 제25회

황 조국제마라톤 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차

와 음료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펼쳤다.

노인요양원목욕봉사

강강원원 고고성성군군지지회회는 4월

25일 수성주간노인복지

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독도안보현장견학

경경기기 의의정정부부시시지지회회는 4월

24~27일, 3박4일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에서 안보

현장견학을실시했다.

사랑의장담그기행사

경경기기 성성남남시시지지회회는 4월

23일 지회사무실에서 어

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고

추장을 담그는‘매콤달콤

사랑愛 고추장 나눔행사’

를가졌다.

청소년안보현장견학

|경기안산시지회 |

산불피해이재민지원봉사활동

|강원고성군지회 |

시장기안보사격및등반대회

|경기부천시지회 |

한반도평화번영을위한안보정세설명회

전인범부총재초청, 산하 11개 분회회원등 200명 참여

경기 양주시지회(회장 권중

진)는 4월 25일 산북동에 소재

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강

당에서 산하 11개 읍∙면∙동분

회 회원과 일반시민 200여 명

을 초청‘한반도 평화번 을 위

한안보정세설명회’를가졌다.

2019년 평화통일준비 민주시

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날 안보정세 설명회엔 전 육군

특전사령관 출신의 전인범 부

총재가 직접 나서 회원들과 시

민들을 상으로 강의했다. 전

부총재는“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임을

강조하며 자총은 민간 역에서

의 한미동맹 강화활동을 모색

하고 주한미군과 6∙25 참전 용

사에 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

야한다”고강조했다.

경기안산시지회(회장박천광)는5월9일

경일관광경 고등학교 학생 80여 명이 참

여한가운데서울서 문형무소를찾는안

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안보현장에 나선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근 감옥

서 문형무소를 돌아보며 순국선열들이

피를흘려지킨역사를되새겼다.

노인복지관급식봉사

|강원삼척시지회 |

강원 삼척시지회(회장 김상하)는 4월 24

일 삼척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접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회여성회원들이주축이돼진행하는노

인복지관 삼척시지회 급식봉사 활동은 매

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실시되

고있다.

봄맞이환경정화캠페인

|강원철원군지회 |

강원철원군지회(회장이오성)는5월2일

군탄공원일 에서 군탄공원 환경정화 캠

페인을 펼쳤다. ‘철원군 릴레이 봉사활동’

의일환으로실시된이날환경정화활동에

는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공원을 찾을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공원을 보여주기 위

해많은회원들이함께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강원 속초시지회(회장 박

곤)는 4월 21일 속초시 주공3

차아파트 내 북한이탈주민 가

정을 방문해 노후된 등기구를

교체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펼쳤다.

|강원속초시지회 |

경기 부천시지회(회장 이봉

구)는 4월 27일 성주산 자락에

위치한 48관리 에서‘제30

회 부천시장기 안보사격 및 등

반 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에는 이봉구 회장을 비롯해 설

훈∙김상희∙김경협 국회의원

등의 내빈과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봉구 회장은“1965년 첫발

을 내디딘 부천시지회가 정회

원 1000명의 탄탄하고 안정적

인 지회로 발전했다”며“경험

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30

년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자

총이되겠다”고강조했다.

강원 고성군지회(회장 유재

일)는 4월 22일 산불피해 이재

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천진초

등학교에서 이재민들에게 제공

하기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도

시락을 나눠주며 이들을 위로

했다. 고성군지회는 산불이 발

생한 직후인 4월 8일부터 피

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식

사를 지원하고 쓰레기 분리수

거를 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또한 지난 4월 17일에는

경동 학교 체육관과 축협창고

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이재민

돕기 구호물품을 분리하는 봉

사활동을펼쳤다.

단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