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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청결캠페인

구구 달달서서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11월12일본리동관내

공중 화장실 액자 부착 등

화장실 청결 캠페인을 실

시했다. 

환경정화활동

구구 달달서서구구 성성당당동동분분회회

는11월11일남부초교앞

에서 낙엽 쓸기 등 환경정

화활동을전개했다. 

아동안전지킴이캠페인

구구 달달성성군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11월 9일 가

창면 용계초교 앞에서 아

동안전지킴이 캠페인을

펼쳤다.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구구 중중구구지지회회는 11월 8

일 구 중구청에서 2019

탈북민 초청 민주시민 안

보교육을실시했다. 

경경북북 경경주주시시지지회회는 10월

25일 경주여자정보고교,

신라고교 학생을 상으

로 통일준비 청소년 민주

시민교육을실시했다.

야간순찰활동

구구 동동구구 신암1동 어머

니포순이봉사단은 11월 7

일 평화시장 일 를 중심

으로 야간 순찰활동을 벌

다. 

행복마을가꾸기

경경북북 칠칠곡곡군군지지회회는 10월

30일 북삼읍 율2리를 찾

아 꽃길가꾸기, 벽화그리

기 등 행복마을 가꾸기 활

동을전개했다. 

농촌일손돕기

경경북북 의의성성군군지지회회는 10월

30~31일 관내 사과농장

을 찾아 사과 수확 등 농

촌일손돕기활동을했다. 

사랑의고추장나눔행사

구구 남남구구지지회회는 10월 29

일 남구복지관에서 관내

복지관 등에 고추장을 전

달하는 사랑의 고추장 나

눔행사를실시했다.

경북도지부, 2019 자유수호안보다짐대회개최

윤종진부지사등 1000명 참석…행복경북만들기앞장설것다짐

경북도지부(회장이우경)는11월4일경북도청동

락관에서 이우경 지부회장, 윤종진 행정부지사, 장

경식도의회의장등내빈과도민, 조직간부및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자유수호 안보다

짐 회를개최했다. 

이날 23개 시∙군지회에서 참가한 회원들은 국리

민복정신을바탕으로자유민주주의수호와나눔을

통한봉사활동, 미래세 교육등다양한활동을통

해 지역사회에 앞장서는 국민운동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우경 회장은 회사를 통해“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새바람 행복 경북!’을

만드는데앞장서겠다”며경북6만회원의적극적인

참여와성원을당부했다.

안보현장탐방

경북 김천시지회(회장 여상

규)는 10월 30일 김천시 충혼탑

서편 반공호국 령추모비에서

김충섭 시장과 김세운 시의회

의장등주요기관∙단체장과조

직간부 및 회원, 유가족 등 3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를 엄수했다. <사진> 이날 행사

는 국민의례, 희생자 령의 넋

을 기리는 종교의식, 추도사, 조

시낭송등으로진행됐다.

경산시지회(회장 이용희)는

같은날박사리반공희생자위령

비에서 유가족, 학생, 시민과 조

직간부및회원250명이참석해

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희생

한호국 령들을추모했다.

청송군지회(회장 권오 )도

10월 25일 청송읍 월외리 반공

위령비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권오 지회회장 등 200여 명

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령들의넋을기렸다.

|대구서구지회 |

|경북청도군지회 |

경북김천·경산·청송군지회, 유가족등참여자유수호영령기려

구 서구지회(회장 황 준)는

11월 9일 노아의 집 장애우, 관

내 학생 등 40명과 함께 안보

현장탐방을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북독립기

념관과 월 교 박물관 등을 둘

러보며 호국보훈의 의지를 다

졌다. 

경북 청도군지회(회장 조인제)

는 11월 6일 청도 모계중학교

학생 70명을 초청해 포항시 학

도의용군전승기념관 등을 견학

했다. 이날 회원들과 학생들은

분단의현실을몸소체험했다. 

‘대구For You’캠페인

구 수성구지회(회장 김인

선)는 11월 6일 만촌사거리

일 에서 조직간부 및 회원

100명이 참가해 D-SMILE

리플릿과캠페인로고가새겨

진 홍보물티슈를 나눠주며

‘ 구 For You 캠페인’을 실

시했다. 

동구지회(회장 김희목)는

11월 4일 효목동 큰고개오거

리 앞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안전, 청결, 친절한 도

시이미지홍보에앞장섰다.

북구지회(회장 김문룡) 회

원80명도11월1일북구청사

거리에서홍보브로슈어와물

티슈 등을 배포하며 홍보 활

동을전개했다. <사진>

구 For You 캠페인은

2020 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범시민운동이다.

대구수성구·동구·북구지회, 도시 이미지홍보에앞장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바자회

|대구시지부 |

구시지부 여성협의회(회

장 구순천)는 10월 22일 낙동

강승전기념관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마련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

자들은 식재료 물품과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며 따뜻

한사랑나눔의시간을가졌다. 

제39회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