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신

06 2019. 8. 16.(금) 제197호울산 I경남

울산시지부(회장박민호)는7

월 26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

서 창립 65주년 기념 국리민복

실천 결의 회를 개최했다. 행

사에 참석한 박종환 총재는 송

재훈 울주군지회 회장에게 국

민포장을 전수하는 등 유공회

원 16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

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활

동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

경남도지부(회장 방효철)도

하루 앞선 7월 25일 경남자유

회관 2층 강당에서‘국리민

복가치관확산결의 회’를개

최했다. 결의 회에 이어 창립

65주년 기념 유공회원 표창식

이이어졌다. 방효철회장은국

민훈장, 허태명 거창군지회 회

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봉사

활동과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

여한 유공회원 105명을 표창

했다.

광복절기념걷기대회

경경남남 하하동동군군지지회회는 8월

15일 하동송림공원에서

하동 한독립선언서 국

가문화재 등록을 기원하

는 광복절 기념 걷기 회

를개최했다. 

독거노인반찬봉사

경경남남 창창원원시시 팔팔용용동동분분회회

는 8월 14일 관내 결식아

동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

문해 반찬을 전달하는 봉

사활동을펼쳤다.

나라사랑스피치예선대회

울울산산 남남구구지지회회는 8월 13

일 도시관리공단 강당에

서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회 울산 남구예선 회

를개최했다.

태극기달기캠페인

경경남남 진진주주시시지지회회는 8월

12일 시청사거리 광복절

맞이 태극기 홍보 전단지

를 배포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펼쳤다.

울울산산 중중구구지지회회는 7월 17

일 반구시장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배

포하는행사를개최했다.

경남도지부평화체험행사

경경남남도도지지부부는 7월 31일

경남자유센터에서 (사)세

계여성평화그룹과 함께

평화체험행사를가졌다.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경경남남 거거창창군군지지회회는 7월

30일 남상면 어울림마을

에서 북한이탈주민 홍성

원씨를 초청 북한경제와

생활에 해 알아보는 통

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태화강국가정원지정서

시민헌정식참여

울울산산시시지지부부는 7월 22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

최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

정서 시민헌정식에 참여,

태화강 국가정원 정화활

동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

을다짐했다.

창립65주년기념국리민복실천결의대회

울산시지부 16명·경남도지부 105명 유공회원 표창

광복74주년기념

태극기달기캠페인
경남함안고박시현·주은호, 울산청운고하민주·문윤재본선진출

제16회전국고교생토론예선대회개최

경남도지부(회장 방효철)는

7월 18일 경남 자유회관 강

당에서‘제16회전국고교생토

론 경상남도 예선 회’를 개최

했다.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회가 진

행된 이날 예선 회에는 경남

지역 고교생 8팀이 참가해 열

띤 경합을 펼친 결과 예의

상인 도지사상은 함안고등

학교 박시현, 주은호 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울산시지부(회장 박민

호)도 7월 17일 경남은행 강당

에서 토론 회 울산예선 회를

개최했다. 총 6개팀이 참가한

이번 회에서 현 청운고등학

교 하민주, 문윤재 학생이 예

의 상을차지했다.

|울산시지부 | |경남·울산지부 |

울산시지부(회장박민호)는8

월 13일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

장에서 광복 74주년 기념 태극

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회원

100여명은시민들에게태극기

1200개를 나눠주며 나라사랑

하는마음을전했다.

안보현장체험

|경남합천군지회 |

경남 합천군지회(회장 차기운)

는7월18일지회회장단및읍∙

면 분회 회원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통일준비민주시

민 안보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차기운 회장은“이번 현장 견학

이 안보에 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말했다.

여성 6·25참전유공자초청간담회

나라를위한희생헌신노고표하며소통의시간가져

경남도지부(회장 방효철)는 7

월 23일 창원시 진해구 청아한

에서‘여성 6∙25참전유공자 초

청간담회’을개최했다. 

여성 6∙25참전용사 6명을 초

청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효철

회장은 환 사를 통해“자유민

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감사하다”며“통일이되

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란다”

라고말했다. 

한편 경남도지부는 국가유공

자에 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의 자

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유

공자 가구 명패달아드리기 사

업을추진하고있다.

|경남도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