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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경경남남 진진주주시시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2월 9일 지역

도동초등학교 일 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을폈다.

경경남남 거거창창군군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1월 26일 거

창초등학교 주변에서 아

동 성폭력 예방 활동을 전

개했다. 

국토대청결운동

경경남남 사사천천시시지지회회는 1월

30일 선구동 한내천일원

에서 국토 청결운동을

했다. 

경경남남 김김해해시시지지회회는 1월

22일 진 읍 협성휴포레

에서 설맞이 국토 청결

운동을펼쳤다.

불우이웃돕기활동

경경남남 창창원원시시 월월 동동분분회회

는 1월 30일 월 동주민

센터에서 지역 독거노인

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라

면과 휴지 등 생필품을 전

달했다.

임시영업장개소지원

울울산산 남남구구지지회회는 1월 30

일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최근 화재피해

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

한 임시 업장 개소를 지

원했다.

아동아동지킴이활동

경경남남 김김해해시시지지회회는 1월

26일 동면 일 에서 아

동안전지킴이 활동을 벌

다.

설맞이대청소

울울산산 남남구구 달달동동분분회회는 1

월 24일 청솔초등학교에

서 롯데마트까지의 주요

거리에서 쓰레기와 휴지

를 치우는 설맞이 청소

를했다. 

짜장면봉사활동

경경남남 남남해해군군지지회회는 1월

21일 남해사회복지관에

서 불우이웃들을 상으

로짜장면봉사를했다.

경남도지부(회장방효철)는1월24일창원시용

호동 성산아트홀에서 박성호 도행정부지사를 비

롯해 김지수 도의회의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방효철 회장, 지부 임원, 청년∙여성협의회장 및

조직간부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핵심

간부 신년인사회 및 한반도 숲 가꾸기 경남추진

단 발 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회사, 축사,

한반도숲가꾸기사업경과보고, 현판식, 자총홍

보동 상 상 , 복떡 자르기, 희망 하이파이브 퍼

포먼스등의프로그램순으로진행됐다. 

이날 방효철 회장은 주요 기관∙단체장 및 조직

간부들과신년덕담을나눈뒤 회사를통해“한

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한반도 숲 가꾸

기사업에적극동참해1인1나무심기, 방북나무

심기등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다.

신년인사회및한반도숲가꾸기발대식

박성호행정부지사, 방효철회장등 110명

경 남 도

지 부

박일호시장등150명 서춘수군수등150명

제12대 이재균회장취임식 제11대 박성웅회장취임식

|울산남구지회 |

|경남밀양시지회 | |경남함양군지회 |

울산 남구 분회회장협의회(회

장 김정탁)는 1월 22일 야음동

울산번개시장에서 김진규 구청

장을비롯해김동학구의회의장

및 자총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설맞이전통시장장보기

행사를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깨띠를 메

고시민들에게온누리상품권이

용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태줄것을당부했다.

|울산남구지회 |

울산 남구 신정4동분회(회장

김진철)는1월29일선암동노인

복지관에서 어르신 400여 명을

상으로무료급식봉사를했다.

경남 김해시 북부동분회 여성

회(회장 강옥순)는 1월 30일 북

부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100여 명을 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했다.

경남 양시지회는 1월 17일

삼문동 양농협 회의실에서 박

일호시장을비롯한지역기관∙

단체장과 조직간부 및 회원 1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 이

재균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신년회와 박명규 전

회장의이임식도겸했다. 

이재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조직발전에 헌신한

박명규전회장의노고에감사의

뜻을 표하고“열정을 가지고 회

원들과함께자총을더욱발전시

키겠다”고말했다.

경남 함양군지회는 1월 14일

함양군청 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를 비롯해 황태진 군의회의

장 및 이 재 군의회의원 등 주

요기관∙단체장과조직간부1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 박

성웅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연맹기

전달, 취임사, 축사, 기념촬 등

의순으로진행됐다. 

박성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국리민복에 힘써 자유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

해힘을보태겠다”고말했다.

무료급식봉사설맞이전통시장장보기행사

|경남김해시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