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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산통일관견학·체험프로그램운영

학생 시민 대상… 11월 9일까지 진행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10월 12일 초읍동

자유회관에서 양재생 회장 등 내빈과 동암초등학

교 학생과 지도교사 및 일반시민 등 220여 명을

상으로부산통일관체험프로그램을운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야외전시장과 실

내체험장에서 ▲한반도의 보물을 찾아라 ▲DMZ

속 짝꿍을 찾아요 ▲남한말∙북한말 오작교 ▲통

일큐브 맞추기 ▲통원염원 담기 ▲통일엽서 그리

기 ▲북한 화보기 등 7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체

험학습을 가졌다. 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1일에

도 달북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을 상으로 부산

통일관체험프로그램을운 했다.

|부산시지부 |

독도바로알기 교육

해군관함식성공기원나라사랑태극기달기캠페인

부산 수 구 광안2동분회(회

장 정금수)는 10월 2일 광안2동

쌍용예가아파트 일 와 광안역

출구, 한바다중학교와 광안초교

등에서나라사랑태극기달기캠

페인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개천절을 앞두고 바람개비 태극

기거리를조성해시민과학생들

에게 국경일 태극기를 달 것을

당부하고 가정용 태극기 50장,

국기꽂이100개를나눠줬다. 

금정구 금사동분회(회장 허길

순)는10월2일금사동관내에서

국경일맞이나라사랑태극기달

기캠페인을벌 다. <사진>

|제주도지부 |
|부산수영·금정지회 |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10

월 2일 초읍동 자유회관 강의실

에서 회원과 시민 50여 명을

상으로 독도바로알기 교육을 실

시했다. 이날교육에선민주시민

교육전문교수인강유씨가강사

로나와‘독도의역사’를주제로

특강을했다.

|부산시지부 |

유엔기념공원환경정화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9

월 28일 연동 유엔기념공원에

서 도구∙부산진구∙동래구 회

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

엔기념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가

졌다. 이날회원들은유엔기념공

원내 참전용사들의 묘역을 정비

하고쓰레기를수거했다.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9

월26일서귀포시빠레브호텔에

서 해군 7전단 장병을 상으로

추석맞이 명절음식 나눔행사를

갖고 해역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위문했다.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10월 9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군복합항 일 에서 열린‘해

군 국제관함식’사전 리허설에

참가했다. 지회는 이에 앞서 주

요 거리에 관함식 성공 기원 현

수막을걸었다.

석대산정기산행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 자유산악회

는 10월 14일 경남 산청

석 산에서 정기산행을

갖고친목을도모했다.

사랑의병뚜껑행사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남남산산동동분분회회

는 10월 8일 지역 주요 거

리를 순회하며 사랑의 병

뚜껑행사를가졌다.

무료급식봉사

부부산산 도도구구지지회회 청년회

는 9월 22일 신선동 행복

밥상에서 무료급식 봉사

를펼쳤다.

저소득계층에장학금전달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 연연동동분분회회는 9

월 20일 신제주초교에서

지역 저소득층 가구 자녀

들에게장학금을전달했다.

교통안전캠페인

부부산산연연제제구구지지회회는9월19

일 부산시청 앞에서 교통

안전캠페인을전개했다.

지식봉사단간담회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는 9월 17일

동명 학교 강당에서

KFF 학생 지식봉사단

간담회를가졌다.

사랑의보금자리꾸미기

부부산산동동구구지지회회청년회는9

월 16일 초량동 국가유공

자가정에서 사랑의 보금

자리꾸미기봉사를했다.

백두산문화탐방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지지회회는 9월

12일 조직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산 문

화탐방행사를가졌다.

야간방범순찰

부부산산 수수 구구지지회회는 9월 6

일 광안3동 주요 거리에

서야간방범순찰을했다.

반찬배달행사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괴괴정정11동동분분회회

는 최근 지역 불우이웃 2

가구에 반찬배달 봉사를

했다.

해군장병위문행사

|제주도지부 |

부산 연제구지회(회장 강생

일)는 9월 19일 연제구청 회의

실에서 이성문 구청장을 비롯

해 강생일 회장 및 조직간부 42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 간

담회 및 합동연석회의를 실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정 현

안을 브리핑 받고 구지회 사무

실 이전 등에 해 진지한 논의

를했다.

구청장간담회및합동연석회의

|부산연제구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