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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캠페인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장장림림22동동분분회회

는8월4일관내쓰레기불

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펼쳤다. 

부부산산 수수 구구지지회회는 7월

23일 광안리 해수욕장에

서 태풍‘다나스’피해 복

구를 위한 환경정화 캠페

인을전개했다. 

소통한마당행사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지지회회는 8월 1

일아트몰링내CGV 하단

점 7층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들과 지역아동센

터 아이를 초청해 소통 한

마당행사를가졌다. 

회원단합대회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 용용담담22동동분분회회

는7월28일용담3동용담

레포츠 공원에서 회원 단

합 회를열었다. 

아동안전지킴이캠페인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26일 장

전동 금정초교에서 순찰

활동을실시했다. 

부부산산 수수 구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7월 26일 망

미2동 망미초교에서 아동

안전지킴이 캠페인을 펼

쳤다. 

무료급식봉사활동

제제주주 제제주주시시지지회회 여성회

는7월26일아라1동아라

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

식봉사활동을펼쳤다.

부부산산 연연제제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 7월 23일 지회 자유회

관 야외광장에서 무료 급

식봉사활동을실시했다.

동네행복지킴이활동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괴괴정정11동동분분회회

는 7월 25일 관내 수혜 가

구를 찾아 동네행복지킴

이활동을전개했다. 

야간순찰활동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신신평평11동동분분회회

는 7월 24일 다 포 해수

욕장 일 에서 야간 순찰

활동을실시했다.

단 신
제주도지부, 창립65주년기념유공회원포상

강봉기서귀포시지회자문위원등유공회원 10명 표창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자총 창립 65주년을

맞아 7월 30일 탐라자유회관 강당에서 김평환 사

무총장, 한주용 지부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부

임직원, 지회 회장단 및 회원 약 1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창립 65주년 유공회원 포상식을 개최

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국민 포장에 강봉기 서귀포시

지회 자문위원, 통령 표창에 문 섭 서귀포시지

회 자문위원, 국무총리 표창에 서귀포시지회부회

장, 세계자유민주연맹자유장에 강성균 도의회 행

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세계자유민주연맹 봉사장

에 문종해 지부 운 위원 등 올해 선정된 유공회

원10명에 한표창이수여됐다.

대한민국신가치관정립공청회 통일마중물봉사단발대식

|부산시지부 ||부산시지부 |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7

월 17일 초읍동 자유회관 강당

에서 류재호 사무처장 등 내빈

과 회원, 일반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민국

신 가치관 정립 운동, 함께하자

한민국 공청회’행사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선 조동숙 현

사회교육원장의‘가치관 정립

방향과 평화통일’, 김 호 전

동명 교수의‘자총의 국리민

복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7

월 17일 초읍동 자유회관 3층

회의실에서 류재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조직간부와 회원, 북한

이탈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통일 마중물 봉사단

발 식을개최했다.

국리민복 정신을 지역사회에

실현키위해구성된통일마중물

봉사단은 여성∙청년회와 탈북

민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

외계층을 상으로 월 1회 수혜

자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 전달

등의활동을전개할예정이다.

제16회전국고교생토론대회예선개최
아동성폭력예방및

저출산극복캠페인

|부산시지부 | |부산·제주시지부 |

부산시지부(회장양재생)는7월18일동의

중학교에서 류재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조

직간부 및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학

생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배부하며

아동성범죄의경각심을일깨웠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7월 25일

초읍동 자유회관에서‘가짜뉴스 방지법

제정해야 한다’는 논제로‘제16회 전국

고교생 토론 회’를 개최했다. 4개팀 8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선 부산외국어

고등학교2학년윤

경, 채 준 학생이

상(시장상)을 수여, 8

월 8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린

본선에진출했다. 

제주도지부(회장

한주용)는 7월 24일

탐라자유회관 강당

에서 도내 고교생 4개팀 8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 회도 예선전을 개최했다.

<사진>이날 회에선삼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신민경∙고유나 학생이 상인 도

의회의장상을수상해본선에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