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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봉사

경경남남 창창원원시시지지회회는 10월

11일 회원동 금강복지관

에서 어르신을 상으로

무료급식봉사를했다.

경남통일관견학

경경남남도도지지부부는 10월 10일

창원시 용지동 경남통일

관에서 지역 북한이탈주

민 초청 통일관 견학 행사

를했다.

환경정화캠페인

경경남남 양양시시지지회회는10월5

일 청도면 당숲공원 일

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치매요양원목욕봉사

경경남남 고고성성군군지지회회 여성회

는 10월 5일 고성읍 치매

요양원에서 목욕 봉사를

했다.

어르신에중식봉사

울울산산 중중구구 병병 11동동분분회회는

10월2~3일지역경로당6

곳을 순회하며 어르신들

에게중식봉사를했다.

미용봉사

경경남남 창창원원시시지지회회 마산여

성회는 9월 21일 진해 덕

산 요양병원에서 어르신

들에게미용봉사를했다.

연석회의

울울산산 중중구구지지회회는 9월 14

일 지회 사무실에서 분회

장, 여성회장, 청년회장,

운 위원 등 1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가졌다.

농촌일손돕기운동

경경남남하하동동군군지지회회는9월11

일 하동읍 목도리 농가에

서 농촌일손돕기 봉사를

했다.

정기월례회의

경경남남 진진주주시시지지회회는 9월 9

일 지회 사무실에서 분회

장협의회 10월 정기 월례

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사

항을논의했다.

2018 동네행복지킴이활동전개

경남 창원·하동·김해·밀양 지역 독거노인에 생필품 전달 등

경남 하동군지회 여성회(회장

이금자)는 10월 11일 고전면 염

모 할머니집을 찾아 동네행복지

킴이 활동을 가졌다. 이날 회원

들은 할머니 에 반찬을 준비

해 접하고 냉장고 정리와 설

거지 등 집안 정리를 도왔다. 창

원시지회 여성회(회장 전현숙)

도 이에 앞서 10월 4일 지역 내

독거노인 전 모씨 집을 방문해

동네행복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과일을 전달하고

말동무를 해주었다. 김해시지회

여성회(회장이재순)는10월5일

지역내 불우이웃 황 모씨 집을

방문해 생필품과 밑반찬을 전달

하고 집안정리와 말벗봉사를 했

다. 양시지회 여성회(회장 이

순선)도같은날지역내류모할

머니 집을 찾아 동네행복지킴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회원들

은 할머니 에 세제와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정리

를도왔다.

민주시민의식강연회제7대 고미경 회장 취임식

김진규구청장등250명참석

울산 남구지회는 10월 11일

달동남구청 강당에서김진규

구청장을비롯해김동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

장과 조직간부 및 회원 등 250

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7 고

미경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전

달, 연맹기 전수, 취임사, 축사,

기념촬 등의 순으로 진행됐

다. 이날 고 신임회장은 취임사

를 통해“앞으로 조직간부와 회

원 모두가 힘을 합쳐 국리민복

에 힘써 전국 최고의 지회를 만

들자”고다짐했다.

|울산동구지회 |

|울산남구지회 |
울산 동구지회(회장 김태용)는

10월 2일 화정동 동구청 중강당

에서 회원과 주민 100여 명을

상으로 민주시민의식 강연회

를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석주은 강사의

특강(주제:함께 준비해가는 우

리들의 통일)과 김승진 강사의

특강(주제:기후변화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지회는 지

난 2004년부터 시민의식을 함

양키 위해 민주시민의식 강연회

를실시해왔다.

북한이탈주민문화탐방

|경남창원시지회 |

경남 창원시지회(회장 김혜

곤)는 10월 12일 지역 북한이탈

주민 40여 명을 초청해 전남 여

수 일 문화탐방 행사를 실시

했다. 

이날 북한이탈주민들은 향일

암, 돌산 교, 이순신광장, 해양

공원등을둘러봤다.

아동안전지킴이캠페인

경남거창·밀양·김해어머니포순이봉사단

경남 거창군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정명조)은 10월

13일 거창읍 거창초등학교

일원에서 아동 안전지킴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단원

들은 아동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했다. 양시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이순선)은 이에

앞서 9월 22일 내이동 성

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안

전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이

날 단원들은 학생들과 주민

들에게 홍보전단을 무료 배

포했다. 김해시 진 읍 어머

니포순이봉사단(단장 이

주)도 같은 날 진 읍 금병초

교에서 아동 안전지킴이 캠

페인을벌 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