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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돕기활동

서서울울 성성동동구구지지회회는 10월

11일 강원도 평창군 안흥

면에서 농가의 양배추 수

확을 거드는 농촌일손 돕

기활동을펼쳤다.

미세먼지줄이기캠페인

서서울울 은은평평구구지지회회는 10월

2일 신사오거리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

데 미세먼지 저감 실천 홍

보캠페인을펼쳤다.

한성백제축제바자회

서서울울 송송파파구구지지회회는 9월

27~29일 올림픽공원 일

서 개최된 한성백제문

화제에서 불우이웃돕기

먹거리 바자회 부스를 운

했다.

위기탈출응급구조교육

인인천천 연연수수구구지지회회는 9월

27일 탑피온빌딩 강당에

서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탈출 응급구

조교육을실시했다.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인인천천 미미추추홀홀구구지지회회는 9월

24일 숭의동 인천자유회

관 강당에서 구민과 회

원 180명을 상으로 통

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통일마중물봉사단활동

인인천천시시지지부부 통일마중물봉

사단은 9월 23일 인천자

유회관에서 수혜가정에

전달할 고추장 만들기 행

사를가졌다.

자유산악회정기산행

인인천천 남남동동구구지지회회 자유산

악회는 9월 21일 강원도

양양군낙산사에서9월정

기산행을 실시했다. 회원

들은 탐방로 주변 환경정

화활동도함께실시했다. 

노인복지관급식봉사활동

인인천천 남남동동구구지지회회는 9월

20일 구월동에 소재한 남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실시했다. 

“국경일에는꼭태극기를게양합시다”

서울 관악구지회, 인천 옹진군지회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단 신

제100회 전국체육

대회자원봉사
이기원제11대분회회장협의회장취임

개·폐회식등지원

인천시지부분회회장협의회장이·취임식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희)는

10월 8일 인천자유회관 강당

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회장협의회장 이∙

취임식을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이기원 제11

분회회장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자총의 최일선 조직인 분

회를 적극 활성화해 활동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춘 조직 만들

기에 힘쓰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전 진 분회회

장협의회장의 이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이기원 신임 회장은 석남1동

분회회장을 시작으로 2018년

서구지회 분회회장협의회장으

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종합

공사 표이사를맡고있다.

|서울시지부 |

|인천시지부 |

서울시지부(회장 이 석)와

산하 지회는 10월 4일부터 10

일까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

100회전국체육 회를지원하

는봉사활동을펼쳤다.

재난재해안전강화캠페인

|인천동구지회 |

인천 동구지회(회장 김철수)

는 9월 26일 송림로터리에서

회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

난재해 안전강화 실천 캠페인

을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휴

용 랜턴을 시민들에게 나눠주

며 재난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홍보했다.

인인천천 중중구구지지회회(회장 한태규)는 9월 24일 용인자연휴양림에

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40명은 목공예체험 등

을함께하며우정을나눴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서울 관악구지회(회장 신한

철)는 10월 9일 지하철 2호선

서울 입구역 일 에서 한

날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

인에 나선 회원들은 시민들에

게“국경일에는 꼭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라고 국경일 태극

기 달기를 독려하며 준비한 차

량용 태극기 1200개를 배포했

다. <왼쪽 사진>

인천 옹진군지회(회장 황경

연)도10월1일 흥면에서‘나

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을전

개했다. <오른쪽 사진> 애국심

고취와 국민 화합을 목적으

로 진행한 이날 캠페인에서 회

원 70여 명은 시민들에게 차량

용, 탁상용등의태극기와홍보

물을시민들에게배포했다.

황경연 회장은“국경일에 태

극기를 꼭 게양해 나라사랑하

는마음을되새기자”며시민들

에게태극기달기를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