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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부산 I 제주

김정자 부회장에 임명장

부산 사상구지회는 9일 

인근 식당에서 김종식 지

회 회장이 지회 부회장

(김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저출산 극복 홍보활동

부산 사상구지회 이명숙 

여성회장 등 회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백양

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활

동을 펼쳤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

부산 동래구 사직1동분

회는 9일 관내 놀이터, 시

장 등을 포함한 곳곳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

부산 금정구지회 청년회

는 9일 부곡동 아파트 

단지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LED조

명 무상 교체사업을 진

행했다.

청년협의회 회의

부산시지부는 8일 지부 회

의실에서 지부 사무처장

과 청년협의회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업무계획 설명 및 주요 안

건 등을 내용으로 회의를 

가졌다. 

무료급식 봉사

부산 금정구지회는 7일 

부산자유회관에서 회원 

16명이 참여해 전후세대 

초청 무료급식봉사 활동

을 펼쳤다.

제주해군 통일관 방문 

해군 제7기동전단 장병 

30여 명은 6월 26일 제주

도지부가 운영하는 제주

통일관을 방문했다.

자유산악회 산행

제주 서귀포시지회 자유

산악회는 6월 21일 성읍

리 소재 백약이오름 산행

을 실시했다.

창립 66주년 국리민복 실천 다짐대회
부산시지부 주최… 총재상 등 시상식도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6월 25일 영도구 소재 식당에

서 조직간부 및 회원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한

국자유총연맹 창립 66주년 국

리민복(國利民福) 실천 다짐

대회’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

호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대

상으로 총재상과 지부회장상 

및 부산광역시장상, 유관기관

장 및 언론사 대표상을 수여

했다.

이날 부산지부 양재생 회장

은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과 남

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

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대

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

인 국리민복 가치 실천은 곧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생활 속 방

역에서 시작되며, 자총이 추구

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

한 국가안보를 위한 확고한 국

가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

조했다. 행사는 개회에 이어 

우수회원 시상, 대회사, 코로나

19 방역활동 동영상 시청, 국

리민복 실천 다짐(선서), 기념

촬영,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2020 운영위 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발대식

| 부산시지부 |

| 제주도지부 |

제주도지부(회장 김양옥)는 

7월 3일 탐라자유회관 회의실

에서 회장단과 고문, 운영위

원, 청년 및 여성협의회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2020년도 운

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리민복 사

업실천 등 연맹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 보고, 신임 부회장 

및 운영위원, 청년 및 여성

협의회장에게 임명장 및 위

촉장 수여, 만찬 순으로 진

행됐다.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6월 22일 

부산자유회관(부산 진구 초읍동 소재)

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발대식을 개최

했다. 

이번 행사에는 류재호 지부 사무처장를 

비롯한 김성호 북구지회 회장과 시 단위 

조직회장, 16개 구‧군지회 사무국장 및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

며, 지회별 방역물품(방역기, 방역복, 소

독물품, 마스크, 장갑 등)도 전달했다.

위로선물 전달이웃사랑 바자회

제주 제주시지회(여성회장 

고정자)는 6월 30일 연맹 회

의실에서 보훈안보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

데 도내 국가유공자 및 호국

보훈가족 어르신 20여 명에

게 위로 선물을 전달했다.

제주 제주시지회(여성회장 

고정자)는 6월 17일 연맹 회

의실에서 임원 20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2020년도 여성

회 주요사업인 이웃사랑나눔 

바자회 개최와 호국보훈가족 

행사 관련 논의를 했다.

| 제주 제주시지회 || 제주 제주시지회 |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6월 25일 

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유엔기념공원

에서 변종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박

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한 주

요 기관장과 군 및 보훈관계자, 경남정보

대학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6․25전쟁 70주년 유엔 전몰용사 추

모제’를 개최했다.

| 부산시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