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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떡국 봉사
부산 동구지회는 1월 1일 

수정산가족체육공원에서 

새해맞이 떡국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복지관 봉사
부산 금정구 서3동분회는 

2019년 12월 31일 관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말벗나눔 활

동을 펼쳤다.  

아동안전지킴이 캠페인
부산 영도구 어머니포순

이봉사단은 2019년 12월 

28일 남항동 대평초교 주

변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랑나눔 중식봉사
부산 금정구 서2동분회는 

2019년 12월 27일 서2동 

평화나눔경로식당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활

동을 실시했다.

부산 동구지회는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관내 다문화가정을 찾아 

사랑의 통닭나눔 봉사활

동을 펼쳤다. 

송년의 밤 개최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분회는 2019년 12월 27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연말

을 맞아 회원 단합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야간방범 순찰
부산 금정구 부곡2동분회

는 2019년 12월 23일 관

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실

시했다.

월례회의 개최
제주 제주시지회 여성회

는 2019년 12월 21일 지

회 회의실에서 12월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정화 캠페인
제주 영도구지회 여성회

는 2019년 12월 20일 UN

기념공원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단 신
부산시지부, 2020년 신년인사회 및 충혼탑 참배

양재생 회장 등 90여 명 참석… 사랑의 쌀 전달식도

통일마중물 봉사단 간담회

여성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제주 제주시지회(회장 전정

배)는 1월 8일 일도2동 탐라자

유회관 강당에서 조직간부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제21대 고정자 여성회장 취

임식’을 가졌다. 

진경임 회장의 이임식도 겸

한 이날 행사는 지회 회장 격려

사, 신임회장 취임사, 이임회장 

공로패 전달, 신임 임원진 임명

장 전달, 유공회원 표창 등이 

있었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2019년 12월 18일 초읍동 자유

회관 3층 강의실에서 류재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통일마중

물 봉사단 25명이 참석한 가운

데 통일마중물 봉사단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탈북민 

봉사단원은 “내가 이 사회의 당

당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

회를 밝혔다.

불우이웃 성금전달

부산 사상구지회(회장 김종

식)는 2019년 12월 20일 사상

구청 신바람홀에서 김종식 

회장을 비롯한 김대근 구청

장, 장제원 국회의원 등 내빈

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리민복 다짐대회 

및 2019 사업평가 보고대회’

를 열고 2019년 활동상을 공

유하고 활동 우수회원에 대

한 표창을 수여했다.

제주 서귀포시지회(회장 

부정익)도 2019년 12월 19일 

강정동 호텔빠레브에서 회원 

180명이 참석해 2019 자유

수호 전진대회를 갖고 안보 

강연 등을 실시했다. <사진>

| 제주 제주시지회 |

| 부산시지부 |

| 제주 제주시지회 |

제주 제주시지회 여성회(회장 

진경임)는 2019년 12월 24일 탐

라자유회관 회의실에서 조직간

부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성

금 일백만원을 전달했다.

사업평가대회-자유수호 전진대회

2020년도 경자년 새해를 맞

아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1월 3일 사상구 IB웨딩홀에서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구·군지

회 회장단, 사무처 직원 등 9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새해맞이 신년인사회’를 개최

했다. <왼쪽 사진>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과 함께 국리

민복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시

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신년인

사회에선 지역 북한이탈주민 

11명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성

품(쌀) 전달식도 있었다. 

이에 앞서 양재생 회장 등 조

직간부들은 같은 날 영주동 중

앙공원 충혼탑을 참배하고 조

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들의 넋

을 기렸다. <오른쪽 사진>

부산 사상구-제주 서귀포지회, 유공자 표창 및 안보 강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