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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시장, 홍희성 지부회장 등 200여 명

제11대 정재영 회장 취임식

경기 군포시지회는 2019년 

12월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대희 군포시

장, 홍희성 지부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조직간부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대 정재영 회장 취임식’을 가

졌다.  

남택곤 회장의 이임식도 겸

한 이날 행사에서 정 회장은 취

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

호 및 확산 활동과 성숙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 민주시민교

육, 소외계층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

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임회

장 임명장 수여, 자총기 전수, 

이임회장 공로패 수여 등의 프

로그램이 있었다.

| 경기 군포시지회 |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는 

2020 새해를 맞아 1월 8일 이영

석 회장을 비롯해 지부(회) 임직

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

열 및 호국영령에게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 사진> 

참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미8

군 드래곤호텔로 자리를 옮겨 

시무식을 갖고 서로 덕담을 나

누었다.  

노원구지회(회장 이대규)는 1

월 9일 노원구교육장 강강술래

3층 강당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2020 시무식 및 신년

하례회’를 갖고 국리민복 정신

을 바탕으로 자유수호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  

경기도지부(회장 홍희성)도 1

월 3일 자유회관 3층 대강당에

서 조직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자년 신년하례

회’를 실시하고 신년 인사를 나

눴다. <오른쪽 사진>

2020 시무식 및 현충탑 참배
서울지부·노원구지회-경기지부, 신년인사 갖고 업무 시작해

조직간부 연석회의

| 서울 종로구지회 |

서울 종로구지회(회장 주삼

차)는 1월 14일 지회 회의실에

서 청년·여성회장 등 3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신년하례회 및 조직간부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불우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서울 종로구지회(회장 주

삼차)는 1월 6일 종로구청 

광장에서 주삼차 회장을 비

롯한 조직간부 및 회원 2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

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

최했다. <사진> 이날 참가자

들은 김정귀 고문이 기증한 

쌀 10kg 150포를 수령해 관

내로 돌아가 관내 불우이웃 가구에 전달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분회 여성회(회장 김

분수)는 2019년 12월 30일 호평동 마을회관

에서 김분수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20여 명

이 참여해 ‘맛있는 사랑방 떡만두국 나눔 행

사’를 열었다.

서울 종로구-경기 남양주시 지회… 쌀 전달, 떡만두국 나눔 등

노후가구 교체활동
서울 동대문구지회는 

2019년 12월 30일 회기동 

경로당을 찾아 노후화된 

책상 등을 교체했다. 

안보현장 견학
경기 오산시지회는 2019

년 12월 18일 조직간부 

및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

데 청주 청남대 등 안보현

장을 탐방했다. 

서울 중구지회 조직간부 

및 회원들은 최근 평택 해

군 제2함대를 방문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그룹홈 봉사활동
경기 오산시지회 회원들

은 최근 관내 소년소녀가

정을 방문해 라면 등 생필

품을 전달했다. 

환경정화 캠페인
서울 중구지회 회원들은 

최근 청계천 전태일 거리

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외봉사 활동
서울 서초구지회 여성회

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사랑의 집짓기 봉

사활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