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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봉사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서서11동동분분회회는

5월2일지역행복나눔아

라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

식봉사를펼쳤다.

부부산산 중중구구 주주22동동분분회회는

4월 24일 중구 노인복지

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가졌다.

환경정화캠페인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는 4월 27일

연3동 평화공원에서 조

직간부와 회원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캠페인을가졌다.

야간방범순찰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지지회회는 4월

25일 지하철 신평역 앞에

서야간방범순찰을했다.

자유산악회산행

부부산산 동동구구지지회회 자유산악

회는 4월 22일 경남 통

욕지도에서 정기산행을

가졌다.

경로당봉사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 4월 16일 조천읍 동수

동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에게간식을제공했다.

밑반찬전달봉사

부부산산 중중구구지지회회는 4월 15

일 지역 불우 독거노인에

게밑반찬을전달했다.

도시환경정비행사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지지회회는 4월

11일 노포동 종합버스터

미널 앞에서 도시환경 정

비행사를벌 다.

도시락배달봉사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 4월 11일 서동과 장전

동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3명에게 행복지킴이 도시

락배달봉사를했다.

푸른동네가꾸기

부부산산 수수 구구 광광안안44동동분분회회

는 4월 1일 광안4동 주요

거리에서 푸른동네 가꾸

기사업을펼쳤다.

“아동성폭력이제그만”

부산 연제·중·동래·남·사하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부산금정구지회 |

|부산시지부 |

사랑의집수리봉사

김종식·임학래회장및조직간부60여명

수정초학생대상으로통일관체험행사

|부산사상구지회 |

부산사상-전북순창자매결연식

부산 사상구지회(회장 김종식)

와 전북 순창군지회(회장 임학

래)는4월21일사상구청강당에

서 김종식 회장과 임학래 회장

을 비롯해 조직간부 및 회원 6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지회

의 친선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식

을가졌다. 

이날 행사는 환 사, 인사말,

자매결연 협약서 작성, 기념품

교환, 기념촬 등의 순으로 진

행됐다. 이번 결연식으로 양 지

회는 앞으로 지역주민과의 우의

증진과 교류발전을 위해 통일안

보체험학습 등의 친선교류사업

을펼칠계획이다.

부산 금정구 부곡1동분회(회

장 오학열)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가마실로 93번지에 소

재한 저소득 장애인 이 모씨 집

에서 오학열 분회장 등 연맹 회

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

랑의 집수리 봉사를 했다. 이날

회원들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이 모씨를 위해 도배, 전등교체

등을해줬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4

월26일초읍동부산통일관에서

수정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

사 71명을 초청해 통일관 관람

및체험의시간을가졌다. 

이날 행사는 북한애니메이션

시청과 전시관 관람, 어린이 체

험교실 진행, 자유토론 등의 프

로그램으로진행됐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5월 1일 금정

산성 인근에서 지부 사무처 및 16개 지회 사

무국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 및

사무국장워크숍을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강하고 따뜻하고 자존감

넘치는’을 캐치프레이즈로 사무처 직원과

각 지역 사무국장과의 업무 효율화 제고 및

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감 구축을 위해 추진

됐다. 

|부산시지부 |

시·군사무국장워크숍전개 이상정경찰청장과간담회

|제주도지부 |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4월 23일 아

라동 한 식당에서 한주용 회장을 비롯해 지

부 회장단과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 및

지방청 주요 간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오찬을겸한간담회를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 강승우 소위 추념

식과 자유수호 결의 회, 어머니포순이봉

사단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 관해 의

견을 교환하고,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제주

를만들기위해결의를다졌다.

부산 연제구 어머니포순이봉

사단(단장강연미)은5월12일연

제체육공원 일 에서 아동 성폭

력 예방 캠페인을 폈다. 중구 어

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정용자)

은 4월 28일 청동 광일초등학

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왼쪽 사진>

이날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아동

학 와 아동성폭력 예방법이 담

긴홍보전단을무료로나눠줬다.

동래구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

장차정선)과남구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권지윤)도 같은 날

각각 낙민동 안민초등학교와

연동 연초등학교 주변에서 아

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가졌

다. <오른쪽 사진=동래> 이날 단

원들은 아동성폭력 예방법을 지

도하고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포

했다. 사하구 어머니포순이봉사

단도 사상초등학교 앞에서 학생

들에게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아

동성폭력예방활동을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