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2022. 4. 15.(금) 제229호

단 신

서울 I 경기

경기 안성시지회, 제12대 오민석 회장 취임
김보라 시장, 최창환 지부회장 등 100여 명

경기 안성시지회는 4월 15일 도기동 더

에이더블유웨딩컨벤션에서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김학용 국회의원, 유원형 시의회부

의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최창환 도지

부 회장 및 조직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12대 오민석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공로패 수

상, 이임사, 임명장 전달, 취임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태호 이임 회

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자유민주주의 가

치를 수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

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지부 | | 경기 부천시·평택시지회 |

우크라이나 평화기금 전달식 나무심기 행사 전개

경기 부천시지회(회장 이봉

구)는 3월 27일 삼산동 굴포천 

일대에서 조직간부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

포천지킴이 환경연합회와 함

께 무궁화 식재행사를 전개했

다. 이날 참가자들은 도로변에 

무궁화 100주와 산철쭉 95주, 

꽃복숭아 5주를 심었다. <사진>
평택시 통복동분회(회장 성

숙자)도 3월 25일 통복시장 내 

청년숲 화단에서 이영월 동장

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펼쳤다.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는 

3월 21일 한남동 주한 우크라

이나 대사관에서 이일준 수석

부회장과 김성덕 운영위원장, 

최재숙 여성협의회 회장 및 드

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

라이나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평화기금 전달식

을 가졌다. 

이날 지부는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며 회원

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

천50만원을 드미트로 포노마

렌코 대사에게 전달했다.

환경정화 캠페인
서울 강남구 수서동분회

는 4월 10일 지하철 수서

역 일대 주요 거리에서 

송영모 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지와 오

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촌일손돕기 운동 
경기 화성시지회 청년회

는 4월 10일 남양읍에서 

모판에 상토를 올리는 노

력봉사를 펼치는 농촌일

손돕기 운동을 폈다.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
서울 강동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4월 6일 천호

2동 천호지구대 앞 주요

거리에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순찰활동

을 펼쳤다.

장애인가정 돕기 봉사
서울 금천구지회는 4월 5

일 독산동 한 장애인가구

에서 지역 북한이탈주민

과 함께 현관 방충중문 

및 커튼레일 설치 등 환

경 개선 봉사를 가졌다. 

제77회 식목일 행사
경기 구리시지회는 4월 5

일 구리한강시민공원내 

경비행장단지 앞에서 제

77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를 펼쳤다.

경품 기부로 연맹 홍보
경기 안양시지회는 4월 2

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를 경품으로 후원하며 연

맹 홍보활동을 폈다.

독거노인 돕기
서울 성동구지회 청년회

는 4월 2일 왕십리동 관

내 한 독거노인집에서 이

상관 청년회장 등 회원1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전기시설을 무료로 교체

해주는 활동을 펼쳤다.

| 경기 안산시지회 || 서울 송파구지회 || 서울 중구지회 |

군부대 위문행사의료지원 업무협약‘남산숲살리기’ 발대식

경기 안산시지회(회장 배윤

길) 조직간부 3명은 3월 22일 

화성시 매송면에 소재한 제51

보병사단을 방문해 손소독제 

1000개와 KF94마스크 5000장

을 전달하는 군부대 위문행사

를 펼쳤다.

서울 송파구지회(회장 김성덕)는 4월 6일 송

파동 지회 사무실에서 김성덕 회장을 비롯해 

이주형 더365치과 원장 및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회 회원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

추고 있는 더365치과로부터 일반치료 및 임플

란트 시술비용 할인 혜택을 받게된다.

서울 중구지회(회장 문기식)는 4월 2일 장충동

2가에 위치한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장충체육회 

앞 약수터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해 박성

준 국회의원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문기식 회장 

등 핵심조직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

소중립 실천과제 ‘남산숲살리기 실천단’ 발대식

을 거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