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지부(회장방효철)는6월25일경남도청신관

에서 방효철 회장을 비롯해 연맹 회원 및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25전쟁 67주년 기념

‘전쟁음식 시식회 및 군장비 체험전’행사를 열었다.

이날 전쟁음식시식회에서 회원들은 보리개떡, 감자

떡, 쑥개떡, 보리주먹밥 등 전쟁음식을 도민들에게 무

료로 제공해 전쟁의 참혹함을 간접 체험케 했다. 이어

군장비 체험전 행사에선 K-1소총, K-2소총, 유탄발

사기, 기관총, 박격포 등 전투장비를 진열해 도민들의

안보의식증진에힘썼다. <사진>

경남 하동군지회(회장 박기봉)도 같은 날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67주년기념식및안보사진전을개최했다.

|울산시지부 |

울산지부-울산보훈지청 MOU 체결

울산시지부(회장 박민호)는 6

월 30일 옥동 울산보훈지청 사

무실에서 박민호 회장과 연맹

사무처 직원, 안중엽 울산보훈

지청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부-울산

보훈지청간 저소득 보훈가족

결연성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식을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민호 회장과

안중엽 청장은 업무협약서를

작성, 상호교환하고 지역 저소

득 보훈가족에 한 지원에 힘

을보탤것을약속했다.

6·25전쟁기념‘전쟁음식시식회및군장비체험전’개최

경남지부-경남 하동지회, 방효철 회장 및연맹간부와회원 2000명

단신

동네행복지킴이활동

경경남남 창창녕녕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7일 산면에 거주

하는 독거노인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를했다.

경경남남 하하동동군군지지회회는 7월 5

일 악양면에 살고 있는 장

모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과계란을전달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참가

경경남남 진진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7일 진양호 물박물

관에서 열린 양성평등 주

간행사에참가했다.

무료급식봉사

경경남남진진주주시시지지회회여성회는

7월 6일 상 동 청락원에

서무료급식봉사를했다.

심폐소생술교육

경경남남 김김해해시시 진진 읍읍분분회회

는 7월 5일 분회 교육실에

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

시했다.

내서복지관배식봉사

경경남남 창창원원시시 내내서서읍읍분분회회

는 7월 4일 내서종합복지

관에서 식사준비 및 배식

도우미봉사를했다.

최규태청년회장취임

울울산산 중중구구지지회회 청청년년회회는6

월 29일 복산동 중구청 컨

벤션센터에서 제4 최규

태 청년회장 취임식을 가

졌다.

노인정청소봉사

경경남남 창창원원시시 팔팔용용동동분분회회

는 6월 29일 원동 노인

정에서청소봉사를했다.

자유산악회산행

경경남남 하하동동군군지지회회 자유산

악회는 6월 28일 전남 진

도군 접도에서 정기산행

을가졌다.

용초포로수용소견학

경경남남 하하동동군군 금금남남면면분분회회

는 6월 27일 통 시 용초

포로수용소 견학을 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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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NO! 우리아이들은우리가지킨다”

울산 남구 신정4동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

장 강 미)은 6월 25일 신정4동 월평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 다.

이날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와

홍보전단을배포했다.

경남 창원시 내서읍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

장 곽상순)은 7월 8일 지역 내서초등학교 앞에

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아동 성폭력 예방

법을 지도했다. 거창군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

장 정명조)도 같은 날 지역 거창초등학교 일

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캠

페인을 펼쳤다. 합천군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

장 양숙희)은 6월 24일 일해공원 일 에서 아

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 다. 이날 단원들

은 학생들에게 아동 성폭력 신고 요령과 예방

법을교육했다. <사진=합천>

울산 남구-경남창원·거창·합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경남도지부 |

6·25 참전용사위로연

|경남창녕·거창지회 |

청소년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실시

경남 창녕군지회(회장 이윤

희)는 7월 7일 창녕읍 창녕군청

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초∙중학

생 45명을 상으로 청소년 통

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

다. 이날 교육에선 노용균 웃음

치료소장이 강사로 나와‘다이

나믹 코리아 우리가 주인공이

다’를주제로특강을했다.

거창군지회(회장 허태명)도

이에 앞서 6월 21일 고제면 고

제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학

생 56명과 교사들을 상으로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을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탈북강사 김송

금 씨가 나와‘최근 북한실상’

을주제로강연을했다.

|울산울주군지회 |

안보정세설명회개최

울산 울주군 상북면분회(회장

유쇠종)는 6월 24일 분회 사무

실에서 연맹회원 50여 명을

상으로 안보정세 설명회를 전

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북한

이탈주민 최금향 씨가 강사로

나와‘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주제로강연을했다.

이어 최근 북한 실상 동 상

시청과질의응답시간도있었다.

경남도지부(회장 방효철)는 6

월 29일 창원시 경남자유회관

강당에서 지역 6∙25참전용사

1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용진

경남동부보훈지청장과 윤경석

도청 민봉사과장, 박 수

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지부

장등이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