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2020. 1. 16.(수) 제202호

단 신

인천시지부(회장 이정희)는 2020년도 경자년을 맞

아 1월 15일 숭의동 숭의가든에서 이정희 회장을 비롯

해 10개 구·군지회 회장단, 사무국장 및 회원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조

직간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덕담을 나누며 사회갈등 

극복을 위한 국리민복 가치 확산의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강원도지부(회장 주복용)는 1월 9일 지부 

자유회관 대강당에서 주복용 회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회·운

영이사 및 시·군지회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횡성군지회(회장 김선덕) 조직간부 및 회원들도 1

월 7일 지회 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신년하례 시간

을 가졌다.

인천 I 강원

환경정화 캠페인6・25 참전용사 보은 행사

강원 홍천군지회 읍면동분회

협의회(회장 권구성)는 2019년 

12월 24일 광운식당에서 6·25 

참전용사 20여 명을 초청해 

‘6·25 참전용사 보은 오찬회 및 

내복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6·25 참전용사들의 따뜻한 겨

울나기를 기원하며 내의 110벌

을 전달했다.

| 인천 부평구지회 || 강원 홍천군지회 |

인천 부평구지회(회장 정의

건)는 1월 1일 선포산 앞에서 

정의건 회장을 비롯해 조직간

부 및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맞이 환경정화 캠

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자년 새해

를 맞아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

로 낙엽청소, 오물 수거 등의 활

동을 펼쳤다.

조직간부 월례회의
인천 부평구지회는 1월 

15일 지회 회의실에서 시

무식 겸 월례회의를 개최

했다. 

인천 중구지회 여성회는 

1월 9일 지회 회의실에서 

신년인사 및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야간순찰 활동
강원 횡성군지회 회원들

은 1월 10일 관내 우범지

역에서 청소년 계도 및 안

전귀가를 위한 청소년지

킴이 야간방범 순찰을 실

시했다.

복지관 중식 봉사
강원 삼척시지회 여성회

는 1월 8일 관내 노인복

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실

시했다.

인천 부평구지회 여성회

는 1월 7일 삼산노인복지

관에서 중식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강원 속초시지회 여성회

는 2019년 12월 27일 나

눔의 집에서 무료 급식 봉

사를 펼쳤다.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강원 평창군지회 여성회

는 1월 8~9일 지회에서 

빚은 만두를 관내 독거노

인 가구에 전달했다. 

청년회 정기총회
강원 홍천군지회 청년회

는 1월 3일 지회 회의실

에서 2020 청년회 정기총

회를 실시했다.

청소년 선도 캠페인
강원 양양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1월 2일 관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청

소년 선도캠페인을 실시

했다.

사랑의 국수 봉사
강원 인제군지회 여성회

는 2019년 12월 30일 관

내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국수 봉

사를 실시했다.

| 강원도지부 |

강원도지부(회장 주복

용)는 2019년 12월 

19~20일 1박 2일 일정

으로 동해시 코스모스호

텔에서 ‘2019 정부포상 

전수식 및 시·군 사무국

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군지회 사무국장

의 단결과 힐링을 도모

하고자 마련한 이번 워

크숍에는 주복용 회장, 

최선남 전국여성협의회

장, 차주건 사무처장 등 내빈과 사무국장 30여 명

이 참석했다. 

주복용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

의 일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한 사무국장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2020년에도 국리민복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2019 정부포상 전수식 및 사무국장 워크숍자유수호 지도자
사업실적 보고회
| 인천 강화군지회 |

인천 강화군지회(회장 권영

택)는 2019년 12월 26일 강화

읍 명진컨벤션웨딩부페에서 

권영택 회장, 유천호 강화군수 

등 내빈과 조직간부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자유수호 지도자 사업실

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0 경자년 신년하례회 갖고 새해 시작
인천-강원 지부·횡성군지회… 국리민복 가치 확산 의지 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