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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아동안전지킴이캠페인

부부산산 해해운운 구구지지회회 여성

회는 7월 14일 중동 해운

초교에서 아동안전지

킴이활동을했다.

환경정화캠페인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청청룡룡노노포포동동

분분회회는7월9일지역놀이

마당 공원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펼쳤다.

안보사진전시회

제제주주도도지지부부는 6월 25~29

일 제주통일관에서 안보

사진전시회를개최했다.

대학생지식봉사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는 6월 18일

도구 옹달샘 아동센터

에서 KFF 학생 지식봉

사활동을가졌다.

교통질서캠페인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 용용담담22동동분분회회

는6월18일삼도1동서사

라사거리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가졌다.

사랑의보금자리꾸미기

부부산산 동동구구지지회회는 6월 17

일 좌천동 한 독거노인 집

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꾸

미기활동을벌 다.

거제포로수용소공원견학

부부산산 남남구구지지회회는 6월 17

일 경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견학했다.

경로효잔치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남남산산동동분분회회

는 6월 17일 남산동 행정

복지센터 앞에서 경로 효

잔치를벌 다.

사랑의집수리봉사

부부산산 남남구구 용용호호44동동분분회회는

6월 17일 용호동 관내 저

소득가정에서 사랑의 집

수리봉사를했다.

건강아카데미강좌

부부산산 남남구구지지회회는 6월 16

일 연동 성소병원 강당

에서 성소 건강아카데미

강좌를열었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6월 24일 남구

연동유엔기념공원광장에서‘6∙25전쟁68주년

유엔전몰용사추모제’를엄수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양재

생 회장, 박재민 행정부시장, 백종헌 시의회 의

장, 민병원 지방보훈청장, 김석준 교육감, 마이

클보일미해군사령관, 정진섭해군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군∙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조직간부

및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도사,

헌화, 시낭송,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

됐다.

6·25전쟁68주년유엔전몰용사추모제

박종환총재·박재민행정부시장등참석…자유와평화의소중함되새겨

부 산 시

지 부

‘그때를아십니까?’

한주용회장등500명참석

백마고지 영웅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제주도지부 |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6

월 22일 탐라자유회관 내 백마

고지 육탄3용사 동상 앞에서 한

주용 회장과 안동우 정무부지사

를 비롯해 김정연 보훈청장 등

유관기관∙단체장 등 내빈과 유

가족및회원등500명이참석한

가운데‘고강승우소위추념식’

을거행했다. 

이날행사는고강승우소위의

호국충절을 기리는 퍼포먼스 공

연과 추념사, 추도사, 시낭송, 군

의장 의 조총, 분향 등으로 진

행됐다. 

강소위는제주출신으로1952

년 10월 12일 백마고지 전투에

서 오규봉∙안 권 하사와 함께

박격포와 수류탄을 안고 적진으

로 뛰어들어 산화, 국군이 백마

고지를탈환하는데결정적인공

을세웠다.

6·25참전유공자및보훈가족위안잔치

부산연제·금정지회

한주용 회장 <한라일보> 기고

한주용 제주

도지부 회장

(사진)이 7월 3

일 <한라일보>

‘열린마당’에‘옳은 것과 그른

것’이란 을 기고했다. 

한 회장은 기고문에서“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

과를 절 적으로 지지하며 남∙

북, 북∙미 정상들 간에 약속들

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를 진심

으로 기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에 해“헌법 전문에 명시

된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는

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옳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른 것은 바

로잡아 평화와 번 의 시 로

나아가길바란다”고당부했다.

부산 해운 구지회(회장 김정

균)는 5월 18일 반여동 인지중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590명

을 상으로 독도 바로알기 교

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자웅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가 나와 독도의 전략적 의미 등

에 해강연했다.

|부산서구지회 |

|부산해운대구지회 |

독도바로알기교육

부산 서구지회는 6월 16일 부

민동 임시수도기념관 주차장에

서 조직간부와 회원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임

시수도그때를아십니까?’행사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피란시절 생활용품 전시,

6∙25전쟁 사진전, 피란시절 음

식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

행됐다.

부산 연제구지회(회장 강

생일)는 6월 21일 연산동 다

이아몬드호텔 연회실에서

이위준 구청장을 비롯해 김

해 국회의원 등 내빈과 회

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열었

다. 이날 행사에선 1부 개회

식과 점심 식사 접, 2부 공

연과 유공자 노래자랑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

다. 금정구 서3동분회(회장

안은관)도 이에 앞서 6월 19

일 서3동주민센터 강당에

서 백종헌 시의회 의장을 비

롯해 류재호 사무처장 및 회

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0회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

행사를개최했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