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

행복나눔잔치국수행사

부부산산 도도구구 동동삼삼11동동분분회회

는 8월 19일 지역 절 종

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상으로‘행

복나눔잔치국수행사’를

열었다.

힐링노래교실개최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는 8월 10일

초읍동 자유회관에서 힐

링노래교실을개최했다.

무료급식봉사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지지회회는 8월 8

일 서3동 장애인복지관에

서무료급식봉사를했다.

부부산산 중중구구지지회회는 8월 1일

초읍동 자유회관에서 어

르신 400명을 상으로

무료급식봉사를했다.

방역활동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청청룡룡노노포포동동

분분회회는 8월 6일 노포철도

차량 일 와 체육공원에

서무료방역봉사를했다.

어르신위문

부부산산 도도구구 봉봉래래22동동분분회회

는7월31일봉래2동지역

사회보장협의회와 함께

지역 내 주택재개발 일

어르신들을 찾아 팥빙수

와 다과를 접하고 기념

품을전달했다.

이웃돕기성금기탁

부부산산 부부산산진진구구지지회회는 7월

25일 부산진구청에서 하

계열 구청장에게 이웃돕

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

했다.

동네행복지킴이활동

부부산산 도도구구 동동삼삼11동동분분회회

는 7월 25일 지역 절 재

활놀이터에서 정신지체장

애인을 상으로 말벗봉

사와산책나들이를했다.

울란바타르문화탐방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지지회회는 7월

12~16일 조직간부와 회

원 30명을 상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문화탐방

행사를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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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2주년태극기를사랑합시다”

부산 강서-북-사하-금정-사상, 가정용 태극기 배포 등

“아동성폭력이제그만!”

부산기장-제주 제주·서귀포 포순이봉사단

안보사진전시회개최

|부산시지부 |

부산남구문현3동분회는7월

22일 문현3동 주민자치센터 회

의실에서 박희두 지회 회장을

비롯해 진남일 시의원, 이명진

동장 등 내빈과 연맹 간부와 회

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환상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성환상 신임 회장은 문석

균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회원들과 힘을 모아 자

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밝혔다.

성환상문현3동분회장취임식

|부산남구지회 |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부산시지부 |

여름맞이국토대청결운동

|제주제주시지회 ||부산중구지회 |

부산 중구 남포동분회 여성회

(회장 정태선)는 7월 26일 자갈

치시장 일 에서 휴가철 맞이

국토 청결운동을 갖고 쓰레기

를치웠다.

제주 제주시 연동분회(회장

강석진) 회원 10여 명은 7월 26

일 지역 공 주차장 및 하천변

일 에서 생활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다. 

부산 기장군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정경화)은 8월 12

일 지역 내리초등학교와 변

초등학교 일 에서 각각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아

동 성폭력 예방법을 설명하고

홍보전단을무료배포했다.

제주 제주시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고 자)은 8월 12

일 용담동 레포츠공원에서 아

동성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했

다. 서귀포시 어머니포순이봉

사단(단장 양복희)도 같은 날

안덕면 사계초등학교 일 에

서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

와홍보전단을나눠줬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8

월7~11일초량동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로비에서 안보사진전시

회를개최했다.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민 안

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남

도발을 담은 사진 14점이 전시

되어 청사 방문객들의 분단 현

실 인식과 안보의식 제고에 기

여했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7

월 25일 초읍동 자유회관 강당

에서 주례중학교 학생과 교사

80명을 상으로 청소년 통일

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했

다. 이날 교육에선 연맹 민주시

민교육 전문교수인 배권호 씨

가 특강을했다.

부산강서구지회(회장구 원)

는 8월 15일 명지동 국제신도시

거리에서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했다. <왼쪽 사진> 북구

덕천1동분회(회장 김선구)도 같

은 날 덕천로터리에서 시민과

승용차운전자들에게가정용태

극기와차량용태극기를나눠줬

다. <오른쪽 사진> 사하구지회

(회장 박승경)는 이에 앞서 8월

11일 사하구청 앞 도로에서 가

정용 태극기 200장을 나눠줬다.

금정구 남산동분회(회장 오혜

선)는 8월 12일 지역 남산초등

학교와금정농협일 에서가정

용태극기 200장을 나눠줬다. 금

정구 부곡3동분회(회장 이수복)

는 8월 12일 장전전철역 앞서

나라사랑태극기캠페인을펼쳤

다. 사상구지회(회장 이을진)는

8월 13일 주례역 일 에서 태극

기 부채를 나눠주고 가로변에

태극기를게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