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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의개최

부부산산시시지지부부는 9월 6일 초

읍동 지부 회의실에서 분

회협의회 월례회의를 개

최했다.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괴괴정정44동동분분회회

는 8월 20일 관내 한 식당

에서 월례회의를 실시하

고행사일정을공유했다.

사랑의국수나눔봉사

부부산산 동동구구지지회회는 9월 1일

초량황가네식당에서 어

르신 사랑의 국수나눔 봉

사활동을벌 다. 

회원단합대회

부부산산남남구구지지회회 여성회는 8

월 30일 감천동 감천문화

마을에서 단합 회를 실

시했다. 

어르신무료급식봉사

부부산산 금금정정구구 서서22동동분분회회는

8월 29일 평화나눔경로식

당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펼쳤다.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지지회회 여성회

는 8월 29일 몰운 복지

관에서 중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술국치일조기게양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감감천천22동동분분회회

회원 20여 명은 8월 29일

관내에서 경술국치일을

맞아 조기 게양 활동을 전

개했다. 

우키시마호위령제참석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지지회회 회원들

은 8월 24일 동구 수미르

공원에서 열린‘2019 우

키시마호 폭침 한국희생

자위령제’에참석했다. 

동네행복지킴이활동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괴괴정정11동동분분회회

는 8월 22일 관내 수혜가

구를 상으로 동네행복

지킴이활동을펼쳤다. 

환경정화캠페인

부부산산 사사하하구구 당당리리동동분분회회

는 8월 21일 당리동 샛별

공원에서 환경정화 캠페

인을실시했다.

부산시지부-굿모닝성모안과업무협약체결

상생협력도모하기위한교류협력추진약속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9월 2일 부전동 굿

모닝 성모안과에서 양재생 회장과 박진용 굿모닝

성모안과원장을비롯한관계자와시지부직원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자총 임직원 및

그가족에 한안과진료할인혜택▶눈건강관리

검진프로그램 지원 ▶시력교정수술 및 노안수술,

노인성질환수술비용할인혜택등에 해교류협

력해나가기로했다.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의 건강

증진은물론굿모닝성모안과홍보를통해지역사

회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바란다”고말했다.

추석맞이성품전달2019 지회운영위원워크숍

제주서귀포시지회(회장부정

익)는8월22일부터23일까지1

박 2일 간의 일정으로 부정익

회장을 비롯한 운 위원 40명

이 참가한 가운데 운 위원 워

크숍을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첫 날엔 특별 초

빙된 김진환 통일부 통일교육

원 교수가 자총 본부 강당에

서‘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란

주제로 운 위원들에게 통일준

비민주시민교육을실시했다. 

둘째 날 서울 및 경기도 일

전쟁기념관과 경복궁 등 전적

지 및 사적지를 방문한 참가자

들은 국리민복 정신을 함양하

고, 국가관 및 안보의식을 고취

하는시간을가졌다.

|부산남구지회 ||제주서귀포시지회 |

동네행복지킴이회의가짜뉴스체험센터방문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9

월 17일 우동 부산시청자미디

어센터에서 류재호 사무처장

등 조직간부 및 회원 36명이 참

가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근절 미디어센터 체험 행

사를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순 미디

어팀장의“가짜뉴스등허위정

보 근절”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참가자들의 뉴스제작 체험 등

이있었다.

부산 남구지회(회장 박희두)

는 9월 3일 남부경찰서 회의

실에서 박희두 회장, 박도 남

부경찰서장등내빈및회원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10가구에 추석맞이 성품으로

쌀20kg 50포등을전달했다.

|부산시지부 ||부산시지부 |

부산시지부 여성협의회(회장

박정순)는 9월 5일 초읍동 자유

회관에서 박정순 회장을 비롯

한 여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동네행복지킴이 센터

운 제2차회의’를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일마중물 1차활동에 한 성

과분석과 2차활동 추진방향과

일정에 해 논의하고 수혜자

전달 성품을 각 구지회에 배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