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판문점디오라마전시회

북측판문각등총4개작품전시돼

나라꽃이사라진다-무궁화심기

회원 80여 명무궁화묘목 300주 식재

|울산시지부 ||부산시지부 |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5

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부산

통일관 1층에서 4∙27 판문점

디오라마 전시회를 열고 관람

객들을맞았다. 

이번행사는‘4∙27 판문점디

오라마’라는 제목으로 판문점

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두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한 모습, 북측 판문각, 남측

자유의 집, 도보다리 총 4개 작

품이전시됐다.

울산시지부(회장 박민호)는 5

월 22일, 중구 성안동의 복지공

원에서 지부 임원과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나라꽃이

사라진다-무궁화 묘목심기’

행사를가졌다. 

박민호 회장은“나라꽃 무궁

화가사라지고있다”며‘무궁화

묘목심기’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나라꽃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

면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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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릴레이체험프로그램

제제주주도도지지부부는 5월 20일부

터6월19일까지탐라자유

회관에서 학생 및 도민 등

을 상으로‘통일 릴레이

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진

행했다. 

무료급식봉사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6월13일도자원봉사센

터에서 무료급식봉사를

실시했다. 

불법주정차선진문화

교통캠페인

울울산산시시지지부부는6월11일북

구시장2리사거리에서불

법 주정차 근절 기초질서

캠페인을펼쳤다.

호국보훈의달현수막게시

부부산산 서서구구지지회회는 6월 7일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호

국보훈의 달 현수막을 게

시하고 안보의식을 고취

했다.  

부부산산 연연제제구구 거거제제11동동분분회회

는 6월 3일 거제1동 주민

센터 앞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을게시했다. 

환경정화캠페인

부부산산 연연제제구구 연연산산22동동분분회회

는 6월 2일 연산2동 관내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펼쳤다. 

부부산산 사사상상구구 모모라라33동동분분회회

는 5월 26일 모라동 운수

사계곡 등산로에서 환경

정화캠페인을실시했다. 

이·미용봉사

부부산산 연연제제구구 거거제제33동동분분회회

는6월2일거제3동주민센

터에서 이∙미용 봉사활동

을했다. 

충무공이순신장군

전적지순례

울울산산 북북구구지지회회 조직간부

와 회원 40여 명은 5월 30

일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

과 충렬사 등을 둘러보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

을 일깨우는 전적지 순례

를실시했다.

단 신
“거룩한희생·호국의지영원히잊지않겠습니다”

제주도지부, 백마고지전투영웅故강승우소위추념식거행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6∙25전쟁 69주년

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 탐라자유회관

경내에 있는‘백마고지의 웅’故 강승우 소위

동상 앞에서 한주용 지부회장, 김태석 제주도의

회 의장, 유가족을 비롯해 내빈과 시민 600여 명

이참석한가운데‘故강승우소위추념식’을개

최했다.

고 강승우 소위는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으로

1952년10월백마고지전투에서소 원들과맨몸

으로 수류탄을 들고 적에게 돌진, 적진지를 파괴

해 산화하는 등 목숨을 바쳐 백마고지전투를 승

리로 이끌었다. 이날 한주용 회장은 추념사를 통

해“백마고지전투에서 신화를 창조한 고 강승우

소위와 호국 령들의 못다 이룬 유업을 받들어

호국의지를굳게다져나가자”고말했다.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국가유공자초청위안잔치

|부산금정구지회 |

부산 금정구지회(회장 오용준)는 호국보

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6월 5일 서2동 행정복지센터 2

층 회의실에서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 위안

잔치를가졌다.

부산시지부(회장양재생)는5월29일자유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직간부, 회원 및 일

반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교육원 박형일 강사를 초빙해 통일준비 민

주시민교육을실시했다.

부산 남구지회(회장 박희두)는 6월 9일 동

분회협의회장단, 각동분회간부및회원5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현장 견학을 실

시했다. 

이날참가자들은경남해병 통 상륙작

전기념관과 통 동피랑 마을 일 를 견학

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고 통일에

한결의를다지는계기가되었다. 

|부산시지부 |

|부산남구지회 |

해병대통영상륙작전기념관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