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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부산 I 제주

제주도지부, ‘창립 67주년 자유수호 결의대회’ 개최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대표 국민운동단체로서 위상 확립에 기여

제주도지부(회장 김양옥)는 2021년 12월 22일 

제주시 탐라자유회관 강당에서 고영권 제주도 정

무부지사와 김양옥 도지부 회장, 조직간부 및 회

원 등 약 9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

며 참석한 가운데 연맹 창립 67주년 자유수호 결

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양옥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많은 활동에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

다”며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더 지역발전에 앞장

서 연맹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국민운동단체로서

의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회원 표창 수여와 2021년 주요 

활동 보고,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사무처장 임명
부산시지부는 1월 1일 부

로 윤방원 총무부장을 사

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이웃사랑 나눔
제주 제주시 도두동분회

는 2021년 12월 30일 동 

주민센터에 쌀 200㎏을 

기부했다.

부산 북구 화명1동분회

는 2021년 12월 27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겨울나

기 보온용품(이불)을 전

달했다.

부산 동래구 안락제1동

분회는 2021년 12월 21

일 관내 독거노인을 위한 

생필품을 동 행정복지센

터에 지원했다.

부산 동래구 사직3동분

회는 2021년 12월 21일 

관내 취약계층 5가구에 

보온용품을 전달했다.

조직간부 워크숍
부산 영도구지회는 2021

년 12월 29일 지회 사무

실에서 2021년 사업 결과 

보고와 2022년도 사업 계

획을 수립하는 조직간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장애인복지관 성품 기탁
부산 동구지회는 2021년 

12월 21일 동구장애인복

지관에 행복도시락세트 

60개를 전달했다. 

국정원장상 수상 여성회장 이·취임식
| 부산시지부 | | 제주 제주시지회 |

제주도 제주시지회(회장 전

정배)는 1월 12일 제주시 탐

라자유회관 강당에서 조직간

부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회장(고정자) 

이임식 및 제22대 회장(변춘

미) 취임식을 개최했다. 

변춘미 회장은 취임사를 통

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노력한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발

전 및 소외계층을 더욱 더 챙

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지부 양재생 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

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1월 3일 국정원

장상을 수상했다. 

양재생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

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대표

로 받은 상이다”라며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통일기

반 조성과 통일공감대 형성

에 더욱 이바지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