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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대청결운동

부부산산 수수 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 1월 5일 수 사적공원

안용복동상 주변에서 국

토 청결운동을벌 다.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지지회회는 1월 5

일장림2동일 에서국토

청결운동을펼쳤다.

동지팥죽나누기

부부산산 도도구구 신신선선동동분분회회

는 12월 21일 도종합사

회복지관에서 동지 팥죽

나누기행사를했다.

사랑의김장나눔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12월16일봉개동명도

암 참살이체험관에서 사

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전

개했다.

부부산산 도도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 12월 6일 남항동사무

소에서 독거노인돕기 김

장나눔행사를가졌다.

사랑의보금자리꾸미기

부부산산 동동구구지지회회는 12월 16

일 범일동에서 불우이웃

상 사랑의 보금자리 꾸

미기봉사를했다.

건강아카데미수료식

부부산산 남남구구지지회회는 12월 15

일 연동 성소병원 강

당에서 제9기 건강아카데

미수료식을했다.

독도사진전시회

부부산산 부부산산진진구구지지회회는 12

월 13~15일 초읍동 부산

어린이 공원에서 독도사

진전시회를가졌다.

양재생회장, 해양대상수상

양양재재생생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 회회장장

이12월12일해운 웨스

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한민국 해양인

의 밤’행사에서 상을

수상했다.

독도골든벨행사

부부산산 수수 구구지지회회는 12월

8일 수 구민체육센터에

서제6회독도골든벨행사

를개최했다.

“자유민주주의가치확산에노력”

한주용제주지부회장

(사진)이 1월 7일 <제주

매일신문>에“자유민주

주의가치확산에노력”

제하의기고를했다. 

한 회장은 이날 기고문에서“황금돼지

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한국자유총연

맹은 도민이 행복하고 국가발전에 도움

이 되는 일에 헌신해 지역에서 으뜸가는

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나겠다”며“올해도

도민과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

치확산과건전한안보관확립, 평화통일

에 한 이해와 공감 조성을 이루겠

다”고밝혔다.

청소년민주시민교육

부산시지부(회장양재생)는12월17일초읍

동 자유회관 강당에서 두송중학교 학생과 교

사 등 180여 명을 상으로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김 찬 민주시민교육 전문

교수가 강사로 나와‘통일을 준비하는 청소

년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학생

들은 상물시청과부산통일관견학을했다.

‘2019 시무식’…중앙공원충혼탑참배도

양재생회장, 사무처직원및구·군지회사무국장등 90명

부 산 시

지 부

|부산시지부 |
한주용회장 <제주매일신문> 기고

부산시지부(회장양재생)는1

월 3일 초읍동 자유회관 회의

실에서 양재생 회장과 사무처

직원 및 구∙군지회 사무국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왼쪽 사진> 이날 참석자들은

“기해년새해를맞아국리민복

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에힘쓰겠다”며새로운전

진을 다짐했다. 한편 부산시지

부 구∙군지회 회장단과 사무

처(국) 직원 등 90여 명은 이에

앞서 주동 중앙공원 충혼탑

을 참배, 새해의 결의를 다졌

다. <오른쪽사진>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전개
사업평가및국리민복실천다짐대회

부산남·금정·수영·영도포순이봉사단

유공자표창, 결의문채택등

부산 남구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권지윤)은 1월

12일 지역 연초등학교에

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겸한

순찰활동을 가졌다. 이날 단

원들은 학생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와 홍보전단을 배

포했다. 금정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단장 김금주)도 이

에 앞서 12월 22일 지역 금

정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

했다. 수 구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단장 박순 )은 12월

8일 지역 망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아동 성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도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단장 김정애)도 같

은 날 동삼동 상리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폈다.

부산 연제구지회(회장 강생일)

는12월20일거제종합사회복지

관에서 이성문 구청장을 비롯해

김해 국회의원등주요기관∙

단체장과 조직간부 등 220여 명

이참석한가운데국리민복실천

다짐 회를실시했다. <사진>

이날행사는유공자표창, 회

사, 치사, 축사, 국리민복 결의문

채택, 기념촬 , 단합의 시간 등

의순으로진행됐다.

부산 해운 구지회(회장 김정

균)는 12월 13일 해운 문화복

합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지역 기

관 단체장과 조직간부 100여 명

이참석한가운데국리민복실천

다짐 회를 개최했다. 금정구지

회 청년회(회장 손찬익)도 12월

14일 지역내 한 식당에서 2018

사업실적평가 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직간부와 회원 20여

명이자리했다.

|부산연제구지회 | |부산해운대·금정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