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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및 지회 임원 워크숍 개최

단 신

한주용 회장 등 100여 명 참석⋯ 안보 강연회, 유공회원 표창 수여 등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05

제주 제주시지회 여성회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5월 3일 서귀포 호텔
빠레브에서 한주용 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직원, 지
회 회장단, 운영위원, 청년, 여성, 및 분회회장 등 주
요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부 및 지회
임원 워크숍’
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주용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을 최고의 판단기준으
로 삼는 국리민복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통일교육원 박형일 교육협력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함께 나누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
에 관한 주제로 안보 강연회를 실시해 참가
자들에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안보강
연회에 이어 유공회원 표창과 임원 간담회가 이어
졌다.

는 5월 8일 관내 독거 노
인 및 중증장애 노인 가구
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
했다.

사랑의 점심 나눔 캠페인
부산 동구지회는 5월 7일
좌천동주민센터에서 어
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를 펼쳤다.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가
부산 남구지회 여성회는
5월 2일 남구청 광장에서
구청 주관으로 개최된 불
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행
사에 참가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 실시

어버이날 중식 봉사

부산 달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심어줘

| 부산 남구지회 |

부산 영도구 청학1동분회
는 5월 2일 성광교회 식당
에서 마술, 색소폰 연주

| 부산시지부 |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4
월 17~19일 2박3일의 일정으
로 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한반
도통일미래센터에서 류재호 지
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달북초
등학교 인솔자 및 학생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한반도통
일미래센터 체험연수’
를 실시
했다.
통일미래 세대에게 미래통일
의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된 이번 연수는 통일로 가
는길, 퍼펙트드림팀(실내 체육

재능기부 활동

부산 남구지회 청년회(회장
강호진)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우암동 한 중식집에서 산
하 분회 청년회장과 회원 등 2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제공하는 중식 봉사활동을 펼
쳤다.

등 어르신 경로잔치를 실
시했다.

자유산악회 산행
부산 동구지회 자유산악
회 회원들은 4월 28일 남
해 서면 망운산에서 정기
산행을 실시했다.

지회 부회장 임명
부산 사하구지회는 4월
25일 지부 회의실에서 어
성호 부회장 취임식을 가

활동), 뭉쳐야 뜬다(통일탐사단),
통일한마음콘서트(장기자랑),

전방견학(오두산 전망대) 등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졌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

유엔기념공원 환경정화 활동

해군 제7기동전단 간담회

| 부산 수영구지회 |

| 제주도지부 |

부산 수영구지회(회장 황대성)
는 4월 19일 대연동 유엔기념공
원에서 황대성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군 전몰용사의 희생을 기리

며환경정화활동을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원 내 잡초
제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방
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
는데일조했다.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4
월 24일 한주용 회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10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해군 제7기동전단에서 간
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지부는 지속적
으로 장병 위문을 실시하고, 해
군 제7기동전단은 자총 회원들
에게 부대 개방과 함정 견학을
지원하기로 협력했다.

부산 영도구 청학2동분회
는 4월 23일 관내 기초수
급자 세대를 방문해 사랑
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
쳤다.

통일열차 리더십 아카데미
부산시지부는 4월 23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통일열차 리더십 아
카데미에 참석했다.

안보 전적지 견학
부산 연제구지회 회원 70
여 명은 4월 20일 천안독
립기념관 등 역사의 현장
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