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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

룆구굛동룇

△부일정보링크 쌀10kg 40포 △주식회

사케이피씨라면 1,000박스△동래농업

협동조합 쌀10kg 300포 찹쌀4kg 50포

현미찹쌀 4kg 50포 △명랑시대외식청년

창업협동조합 핫도그 1,400개 △수민동

방위협의회 쌀(10kg) 20포 △바르게살

기운동수민동위원회떡국떡(2kg) 30봉

△수민동청년회쌀(10kg) 15포 △법륜

유치원 원생 일동 쌀 10kg 30포 △내성

교회 쌀 10kg 100포 △금란라이온스클

럽 김치 5kg 70박스 △한국자유총연맹

명륜동분회 두루마리화장지세트 20개,

△명륜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생필품

(두루마리화장지, 라면) 15개, △명륜동

새마을문고 세제 15박스, △해인태권도

이용 학생일동 라면 215개 △ 녹우회

(이경미) 김치 10kg 30통 △ ㈜호텔농

심 라면 100박스 △ 묘위정사(이지숙)

김치5kg 40통 △ 동래구 바르게살기위

원회 떡국 떡 2kg 20박스 △ 류춘옥 쌀

10kg 2포 △바르게살기온천2동위윈회

떡국 떡 1kg 25박스 △희망이용원 쌀10

kg 10포 △천태암 팥죽 30개 및 온누리

상품권 90만원 △서원유통 탑마트 온천

점 쌀10kg 30포, 라면 30박스 △아라한

태권도 라면 5박스 △사직1동 동래구

새마을문고회장김정숙(개인) 쌀 10kg

3포 △사직1동 석사풍물단 라면(5개입

*8팩)박스 20박스 △사직1동 익명의 독

지가 쌀 10kg 60포 △한누리유치원 쌀

20kg 2포 △(주)서원유통 탑마트 사직

점 쌀 10kg 40포 △태광섬유 대표 김승

원김치10kg 8박스 △마중물교회라면1

box 25박스△아름다운교회김치5kg 25

박스 △최홍림 쌀10kg 15포 △사직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떡국떡2kg 12박

스 △사직부산아동병원 쌀10kg 100포

△안락1동독지가양곡10kg 3포 △안락

2동 새마을부녀회 쌀 10kg 5포 △안락

민간사회안전망(회장 김종호) 쌀20kg

25포, 라면 25박스 △안락2동 바르게살

기위원회 쌀 10kg 10포 △안디옥 교회

쌀 10kg 50포 △명품백두태권도 라면

500개 △선진회 교복 4벌 △명장1동 동

래구새마을부녀회 김치10kg 20박스 △

동신중학교 어머니회 김치10kg 12박스,

쌀 10kg 12포대△수복돼지국밥쌀10kg

50포대 △명장1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

회 떡국떡2kg 20박스 △국민태권도 라

면 372개 △H＆H(사람과행복)봉사단

김치 5kg 20박스, 떡국 떡 1kg 30개 △

학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

원 일동 김치 7kg 58박스 △미래존교회

라면 100박스△유경애쌀 10kg 13포△

화목태권도라면 316개

성금

룆구룇

△신생윤리연구소모윤회 300만원△㈜

부산에이스파마 300만원△다모아자원

(박상균) 12만원 △동남자원(백성도)

12만원 △동래자원(이진희) 12만원 △

대원상사(이수은) 12만원 △진성자원

(이재남) 12만원 △형제상사(권현택)

12만원 △동래향우회일동 49만원 △나

르샤병원 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동

래구지회 200만원 △부산시여성자전거

회 100만원 △손수란 30만원 △동래구

여성자원봉사회(백선희) 100만원 △백

선희 10만원 △나우향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0만원 △나눔의향기(최형숙) 10

만원△김진의 960만원△동래아동병원

500만원 △동래구지역경제활성화 후원

회 300만원 △동래자활직원일동(김희

영, 김태만, 제수진, 오정민, 김영찬, 송

옥분, 류성지, 김지영, 김용호, 김경순)

20만원 △김소라 5만원△성태호 5만원

△박지호 5만원△임근석 5만원△안경

대 5만원△김나원 5만원△영아전담어

린이집 200만원 △명륜2차아이파크입

주자대표 300만원△동래향교여성유도

회(회장최영자) 30만원

룆수민동룇

△강원개발(박종규) 1만원 △효승테크

(김재정) 10만원 △동래새벽시장 상인

일동 20만원 △하운태 10만원 △동래벽

산아파트주민일동 80만원 △김대훈 50

만원 △경동건설 2만원 △미담한의원

(최형준) 10만원 △비타민약국(박혜

정) 3만원 △이미영 1만원 △박선희 1

만원 △김씨커피(김기철) 1만원 △박

영출 1만원△김외숙 3만원△바우석쇠

5천원 △르자르뎅꽃집 5천원△조세영

5만원△새동래2차 마동주민일동 25만

원 △산호아파트주민일동 10만원 △삼

부아파트주민일동 6만원△성림아파트

112호 5천원 △천국철 1만원 △함태원

1만원 △박정순 1만원 △임채일 5천원

△이해섭 5천원△황태연 5천원△새동

래2차 관리소장 1만원 △조흥상사(박

세정) 10만원 △김선주 5만원△형제아

파트 주민일동 5만원 △잉꼬건축(강형

기) 25만원 △세명세탁소(권오경) 3만

원 △노경현 1만원 △숭웅아트빌라 주

민일동 10만원 △화산맨션 주민일동 11

만원 △은희민 1만원 △김영호 1만원

△배동대 1만원△박세창 1만원△명성

춘 1만원 △이대걸 1만원 △손추자 1만

원 △수안방앗간(고복희) 1만원 △이

삼현 2만원△이원아파트주민일동 5만

원 △동신아파트 가동 202호 7만원 △

삼경아파트주민일동 15만원 △수안동

신아파트주민일동 6만원△새동래세탁

소 1만원 △12통 주민일동 11만원 △수

안반도보라주민일동 40만원

룆복산동룇

△동래중앙교회 8백10만원 △윤영석 1

만5천원 △정계선 2만원 △김복애 2만

원 △박점순 6만원△동호아파트 609호

16만원 △현대아트빌 5만원 △이종완 2

만원 △동호탕 2만원 △최창호 2만원

△중국집(7통) 5천원 △미장원(7통) 5

천원 △김도경 5만원 △안태수 2만원

△황을수 6천원△김민서 5천원△김재

곤 2천원 △양일모 3천원 △박재철 5천

원 △강장욱 3천원 △김창수 5천원 △

홍진표 5천원△박해석 3천원△김현오

3천원 △오종식 5천원 △유흥그린빌라

주민일동 1만원△김민식 5천원△김형

만 1만원 △김순화 1만원 △신세화 화

장품 5천원 △전영철 1만원 △프루타 1

만원△극동철물 1만원△꼼꼼이옷수선

3천원 △영남참기름 1만원 △하나미용

실 5천원 △손영순 1만원 △부일가스 2

만원 △이옥림 5천원△마니옷집 5천원

△스시집 5천원△두둥이헤어 5천원△

챔프리아 5천원△김분옥 1만원△거창

국수 1천원△주란미용실 5천원△복천

철물 5천원△노수태 1만원△새마을금

고 5만원 △김경희 5천원 △유나카페 1

만원 △내성떡집 1만원△권복순 5만원

△옥샘이발관 5천원 △재가노인센터 1

만원 △칠산떡집 2만원 △여원부동산 1

만원△해피데이노인복지센터 1만원△

망월도서 5천원△강복만 1만원△박위

생 5만원 △성민정 1만원 △천영희 15

만원△김일동 1만원

룆명륜동룇

△명륜쌍용예가아파트 주민일동 20만

원 △청마아파트주민일동 10만원 △바

하악기 8만원 △화강암미술학원 5만원

△청하루중국집 2만원 △우리들식당 3

만원△보건온누리약국 5만원△박약국

2만원 △주희미용실 1만원 △최운태 2

만원△푸짐한횟집 1만원△별천지감자

탕 2만원△만옥당 1만원△달봉이아구

찜 2만원△자이부동산 2만원△동래수

산횟집 5만원△노기욱 100만원 △서재

명 5만원△최용옥 3만원△명륜동새마

을금고 10만원, △이영식 3만원, △제일

통닭 5천원△붕어빵아줌마 5천원△생

선가게 5천원△아성자동문 2만원△대

원유리 2만원△가축약국 5천원△내가

만든가구 1만원△안전카센터 1만원△

파트너사무가구 1만원 △국제천막 1만

원△아르페지오이불 1천원△장수통닭

1만원 △송오레스트빌 주민일동 5만원

△우송아파트 주민일동 10만원 △씨유

명륜점 5만원 △남도밥상 10만원 △동

보성중식 20만원 △명륜동 8통 주민일

동 15만원 △심장희 20만원 △미래건축

5만원 △박규동 5만원 △금강암 5만원

△한경록 5만원△김성욱 5만원△조준

만이비인후과 3만원 △명의한의원 2만

원 △박미영 15만원 △착한떡부산직영

점 2만원 △알볼로 피자 2만원 △벽송

빌라 주민일동 4만원 △축협 5만원 △

창운빌라 주민일동 4만원 △원불교(안

상호) 10만원

룆온천1동룇

△김태훈(대동빌딩) 10만원 △유양순

(서울해장국) 5만원 △김기남 1만원△

신윤하 5만원△이태영 5만원△요요충

무김밥 황인복 2만원 △목영해돋이 주

민일동 5만원△김정식 3만원△박장호

5만원 △ 김필원(한복자수연구원) 1만

원 △ 주영배(도마한의원) 1만원 △서

유나(산양산삼) 1만원 △한아름 A동

주민일동 2만원 △한아름 B동 주민일

동 2만원△한아름C동주민일동 2만원

△㈜협성 30만원 △부산은행온천동지

점 10만원 △영일양국 2만원 △새길내

과의원 3만원△안경박사 1만원△삼화

전자 1만원△명가김밥 3만원△원일빌

라주민일동 2만원 △금강주택주민일동

2만원 △스파맨션 관리사무소 10만원

△김동환(303화덕) 5만원 △ 김영숙

(막서리횟집) 1만원 △남도횟집 1만원

△여계수 1만원 △천일오토바이 1만원

△전종화 2만원 △백석기(부원양곱창)

2만원 △공원갈비 1만원 △대길갈비 50

만원 △온천성당 10만원 △약수탕 3만

원 △슈퍼크렉실 SPC 1백50만원 △온

천프라자 주민일동 10만원 △반명빌라

주민일동 3만원 △일흥빌라 주민일동 3

만원 △ 삼성정형외과(곽철호) 10만원

△엔제리너스 커피(김순연) 3만원 △

(주)한진개발 30만원 △최목장(김귀

돈) 5만원 △반도아파트주민일동 10만

원 △동래별장 20만원 △태원 S＆G 1

백만원 △나경빌라주민일동 10만원 △

제일약국 2만원

룆온천2동룇

△온천2동삼성금정아파트주민일동 10

만원△재단법인무궁화장학회 200만원

△온천2동 럭키아파트 12동 6-7라인

(26세대) 13만원 △온천2동 럭키아파

트 10동 1-2호라인 13만원 △아빠와 돈

까스 13만 7백 2십원 △온천2동 세종빌

B동 주민일동 10만원 △온천2동 럭키

아파트 1동 3-5호라인 13만 5천원 △온

천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양재퀼트반일

동 10만원 △온천2동 화인아파트 주민

일동 12만원 △김성구 10만원 △온천2

동 화신아파트 주민일동 18만 3천원 △

온천2동 대동다숲 101동 1-2라인 5만원

△온천2동 대동다숲 101동 3-4라인 5만

원 △온천2동 대동다숲 101동 5-6라인

5만원△온천2동 대동다숲 102동 5만원

△온천2동 원타워 주민일동 10만원 △

온천2동 10통 주민일동 17만원 △온천2

동 동해 APT 주민일동 10만원 △송영

조 2만원 △온천2동 9통 주민일동 20만

원 △온천2동 17통 주민일동 15만원 △

온천2동 16통 주민일동 10만원 △온천2

동삼안리젠시 2차주민일동 5만원△박

현우 2만원 △오자영 10만원 △온천2동

13통 주민일동 9만 4천원 △온천2동 럭

키아파트 9동 1~5라인 주민일동 14만원

△온천2동 3통 주민일동 10만원 △동래

Sk VIEW입주자대표회의 78만원 △온

천2동 4통 주민일동 20만원 △류화화

당감점 10만원 △금강월드빌 주민일동

5만원△온천그린빌라주민일동 3만원

룆온천3동룇

△최인경 20만원 △혜성세탁 1만원 △

한독온천어린이집 25만원 △박정숙 10

만원△19통 주민일동 20만원△일성포

러스주민일동 10만원 △하택선 20만원

△김미경 5만원 △명화빌리지202호 3

만원 △송학골드빌라302호 2만원 △한

맥타운201호 3만원 △현대그랜드102호

3만원 △온천빌라102호 3만원 △하림

빌라901호 2만원 △동산빌라402호 2만

원 △서림빌라202호 2만원 △양송현 5

만원 △이양호 2만원 △숲속빌라 주민

일동 5만원 △삼협아파트 주민일동 10

만원 △동서산장 주민일동 8만원 △지

영아이니드빌 10만원 △일신철학관 10

만원 △약손한의원 5만원 △한화보학

10만원 △동경쉐르빌 102동 주민일동

10만원 △세화병원 10만원 △이비가짬

뽕 3만원△거창맷돌 2만원△사계횟집

2만원 △대륙코리아나아파트 주민일동

27만원 △서전아파트 주민일동 5만원

△팔이합섬 3만원 △부동산사무소

(3통) 1만원 △15통 주민일동 13만5천

원 △백산빌라 5만원 △동래 새싹유치

원 5만원 △옥련암 5만원 △2통 주민일

동 10만원 △명보아파트 주민일동 5만

원△삼성빌라주민일동 5만원

룆사직1동룇

△한은정 2만원 △쌍둥이국밥 3만원 △

김연옥 5만원△유신단열5만원 △주민자

치위원회위원(설정옥)5만원△사직1동

새마을금고 40만원 △사직동 교회20만

원 △삼익아파트주민일동 40만원 △둥

근해어린이집 이삼선 5만원 △녹십자약

국 3만원△전원태 3만원△쌍방울(김점

숙)1만원 △봉황이불(우먼로드) 1만원

△천일유통 만물상회 1만원 △원조아구

찜 1만원△노상선 3만원△호떡집(김시

현) 1만원 △옛날과자 1만원 △용천탕

1만원△김귀자 1만원△서갑숙 1만원△

서영순 1만원 △박은숙 1만원 △민순기

5천원 △성환영 5천원 △이철규 5천원

△민훈식 5천원 △김진희 5천원△ 박만

호 5천원 △박덕자 5천원 △이종만 5천

원△차현숙 5천원△냉동냉장수협 100

만원 △사직자이 주민일동 80만원 △이

광용(사직경로당 회장) 3만원 △김지용

2만원 △문수주 2만원 △조희정 2만원

△이덕자 1만5천원 △사직1동 할머니경

로당 일동 10만원 △㈜부산태화에니타

입 5만원 △조민주 3천원 △정진승 1만

원 △최광정 1만원 △강진옥 1만원 △

박상혁 5만원 △강신두 5만원 △한순락

3만원 △서상현 3만원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차 20만원 △㈜MTB랜트 팀

회원일동 31만1천원 △대순진리회관 30

만원 △궁전스카이 10만원 △거성빌딩

김종욱 10만원△윤동진 10만원

룆사직2동룇

△14통 주민일동 19만원 △사직사랑 2

만원 △(주)대한진단건설 2만원 △

(주)부산 1만원 △삼성빅마트사직점 1

만원 △유원아파트주민일동 39만원 △

동일파크 주민일동 20만원 △쌍용2차

아파트 주민일동 83만원 △신진엠티테

크(주) 대표 김태진 1,000만원 △대건

그린빌라 주민일동 14만원 △사직KCC

스위첸 주민일동 200만원 △조방낙지 1

만원 △무공이네 3천원△옛날통닭 5천

원 △KT사직점 5천원 △신공영아파트

주민일동 15만원 △산호빌라 주민일동

3만원△12통 주민일동 64만5천원△무

공이네 9710원 △사직2동주민센터 모

금함 12만4450원 △한신아파트 주민일

동 70만원 △삼정그린코아2차 주민일

동 19만원 △삼천포횟집 20만원 △주문

진막국수 10만원 △안양해물탕 10만원

△와와샤브 5만원 △오륙도낙지 5만원

△제일주차장 2만원△우리동래재가복

지센터 1만원 △5통 주민일동 30만1천

원 △통영수산횟집 5만원 △쌍용예가1

차 주민일동 389만원 △14통 주민일동

19만원△삼정그린코아1차주민일동 87

만4천원△사직삼환나우빌주민일동 73

만원 △로얄2~3차,유림아파트 주민일

동 97만3200원 △현대전기안전관리 1

만원△18통주민일동 14만5천원

룆사직3동룇

△제연종합설비 5만원 △사직롯데캐슬

더클래식 100만원△믿음찬교회 10만원

△오유민동태마을 5만원 △본좌감자탕

5만원 △대주화학 5만원 △만덕수산 5

만원 △부농식품 5만원△유나행주 5만

원 △이명선 5만원△제일모터스 3만원

△동화상사 2만원 △신동아아크릴 2만

원 △서영자 2만원 △이순용 1만4천원

△김영애미용실 1만원 △박국일 1만원

△안동상회 1만원△문창길 1만원△박

인철 2만원 △신갑식 1만원 △오상만 1

만원 △김점옥 1만원 △임지호 3만원

△신정아파트 5만원△이정훈 3만원△

아름다운교회 10만원 △추만실 1만원

△경일포장배진호 10만원 △이병희 10

만원 △신사직아파트 주민일동 10만원

△정성윤 5만원△박춘자 1만원△김청

자 1만원 △박진헌 5천원 △고옥경 3만

원 △한태연 1만원 △박환범 1만원 △

장진이 1만원△박신자 2만원△김상열

2만원 △주훈석 2만원 △김호경 1만원

△김헌덕 2만원

룆안락1동룇

△심피부과의원 100만원 △18통번영회

5만원 △안락성당 5만원 △한국경량공

사 5만원△성암정형외과 5만원△송영

민 3만원 △손대식 2만원 △명신사 2만

원 △장미미용실 2만원 △경암 1만원

△이춘화 1만원 △성일주차장 1만원 △

대박집 5만원 △박성실 5만원 △세경축

산 5만원 △국민아구찜 5만원 △주문진

1만원 △김승미 2만원 △윤희나 5천원

△파리바게트 3만원 △신일정비 2만원

△아그집향어횟집 1만원 △남해횟집 1

만원 △원조서원향어회 2만원 △영빈장

5만원 △2통주민일동 9만5천원 △일진

알류미륨 5만원 △용전사 3만원 △한국

판넬 5만원 △세방환경산업 3만원 △안

락교차로주유소 3만원 △4통주민일동 4

만원 △럭키금속 200만원 △동래화목타

원주민일동 200만원 △새마을금고 10만

원 △핸즈커피 3만원 △수타5900 2만원

△최효용 3만원 △행복해지는교회 3만

원 △토파즈빌라 3만원 △엔학고레교회

2만원 △이화맨션 2만원 △홍초주단 1

만원 △오성식품 1만원 △대붕자동차정

비 1만원△전은혜 1만원△안라제일교

회 100만원 △원추상 10만원 △솔로문

제과점 3만원 △참소아과 3만원 △17통

주민일동 20만원△한빛어린이집 2만원

룆안락2동룇

△건우산업 7만원 △대원합판 10만원

△정화식품 1만원△항도유리 5만원△

신아정밀 1만원△새얀 1만원△신하유

통 5만원 △ 창성주류 2만원 △ NSR 3

만원 △한성주유소 5만원 △동국건설 3

만원 △동래공업사 3만원△치공사 3만

원 △황궁쟁반짜장 2만원△백대기 3만

원 △이승윤 5만원 △ 킹마트 1만원 △

혜능유통 15만원 △거제바다장어(김홍

균) 10만원△11통 주민일동 14만9천원

△박세정 2만원△미미족발 2만원△성

내과 3만원△김곤자 5만원△산림조합

20만원 △이원용 1만원△최효주 5천원

△김태현 5천원 △20통 1반장 2만원 △

사회기업 1만원 △20통주민(96-12번

지) 1만원 △안락떡 2만원 △명품바느

질 1만원 △20통주민(96-7번지) 2만원

△20통 2반장 1만원 △20통 3반장 3만

원 △스펀지어린이집 10만원 △20통 5

반장 3만원 △한털 1만원 △덕수전기 5

천원 △노규환 1만원△제비표우의 5천

원 △휴먼시아 어린이집 원아 일동 20

만원 △임미정 10만원 △삼대경희한의

원 23만4천4백원 △연산통상(최종원)

5만원 △한일상회(백공순) 5만원 △실

버횟집(장현순) 1만원 △에나감자탕

(하선미) 1만원

룆명장1동룇

△5통 우성아파트주민일동 30만원△5

통 효산타운빌라 주민일동 20만원 △5

통 효산타운빌라 부녀회 5만원 △5통

대원빌라주민일동 6만원△5통 윤말분

1만원 △5통 김숙자 1만원 △5통 이인

현 1만원 △5통 장성애 1만원 △5통 박

명자 1만원 △5통 진둘남 5천원 △5통

김해균 1만원 △5통 김성복 1만원 △5

통 김명선 1만원 △8통 무지개아파트

주민일동 20만원 △하나인치과병원 20

만원 △14통 공서라 10만원 △14통 주

민일동 5만원△6통 충렬제일아파트주

민일동(관리실) 36만원 △15통 일강산

업 20만원 △15통 주민일동 21만7천원

△22통 영화아파트 주민일동 5만원 △

22통 현대아파트 주민일동 3만원 △22

통 김수덕 1만5천원△22통 기쁨의샘교

회 10만원 △22통 박인출 1만원 △22통

유재식 1만5천원 △22통 오성석 5천원

△22통 남은우 1만원 △22통 최현한 1

만원 △22통 김영돈 1만원 △3통 주민

일동 37만3천원 △명장1동새마을금고

5만원 △7통 공부영 5만원 △7통 양경

모 5만원△문창건업 5만원 △7통 이성

실 1만원 △7통 윤정한 1만원 △7통 주

민일동 8만3천원 △7통 정수연립 주민

일동 10만원 △7통지혜어린이집 5만원

△20통 일양아파트주민일동 25만원△

20통 미진빌라 주민일동 2만원 △20통

개나리아파트주민일동 7만원△7통 김

민서 1만원△김유광치과의원 100만원

룆명장2동룇

△영산무지개아파트 주민일동 15만원

△새천년아파트 주민일동 6만원 △21

통 주민일동 10만원 △작은샘어린이집

209,310원 △ 조양아파트 주민일동 25

만원 △새마을문고 24만원 △새마을부

녀회 10만원 △기라성 3만원 △영진횟

집 2만원 △협진태양아파트 주민일동

20만원 △김순녀 1만원△이상암 1만원

△ 궁전빌라 101동 주민일동 2만원 △

궁전빌라 102동 주민일동 2만원△궁전

빌라 103동 주민일동 2만원△궁전빌라

104동 주민일동 2만원△봉황맨션주민

일동 10만원 △동호주유소(강성용) 20

만원 △1통 주민 5천원 △평화용사촌

20만원 △명선하이츠 주민일동 3만원

△대호아파트 가동 주민일동 3만원 △

대호아파트 나동 주민일동 3만원 △삼

성아파트 주민일동 3만원 △아름뜰 어

린이집 3만원 △2통 5반, 6반 주민일동

4만원 △한국마트 1만원 △화화돼지왕

갈비 5천원 △이종환 가정의학과의원 5

천원△가마돼지국밥 1만원△동남타워

주민일동 10만원 △한솔빌라 주민일동

10만원 △동국빌라주민일동 10만원 △

송영재 2만원 △유림아파트 102동 1,2

라인 주민일동 2만5천원 △권동현 1만

원 △명금당 1만원 △풍년떡집 5만원

△올리브 2만원 △유림아파트 103동

5,6라인 주민일동 2만5천원 △지성산업

5만원 △원일종합상사 10만원 △15통

주민일동 20만원 △박정순 3만원 △오

미정 2만원△유재숙 2만원

뢾추가분은다음호에게재뢿

○…효자암(주지 월봉스님)은 수민동 어

려운 이웃 40세대에게 김치 10kg 40박스

를, 명륜동 어려운 이웃 60세대에 김치10

kg 60박스를, 온천3동 어려운 이웃 70가

구에10kg김치70박스를, 사직3동무의탁

어르신 60세대에 김치 10kg 60통을 각각

기탁했다.

○…효자암 월봉이웃사랑회(주지 월봉

스님)는 어려운 이웃 60세대에게 김치

10kg 60박스를지원했다.

○…새마을지도자 동래구 협의회(위원

장 이춘효)는 12월 14일 관내 어려운이

웃에게 연탄 1,100장과 라면 11박스를

전달했다.

○…자유총연맹 수민동분회(위원장 김

순규)는 12월 6일 어려운이웃 30세대에

쌀 10kg 30포를 전달하고 소화기 6개,

화재감지기 20개를 설치하면서 화재 시

대처요령을교육했다.

○…수안교회(담임목사 엄정길)는 12월

10일 수민동어려운이웃 30가구에김치

10kg 30박스를전달했다.

○…수민동 방위협의회(회장 박연의)는

12월 12일 어려운 이웃에게 쌀 10kg 20

포를전달했다.

○…바르게살기 운동 수민동위원회(회

장 김매자)는 12월 18일 어려운 이웃에

게떡국떡 2kg 30박스를전달했다

○…수민동 청년회는(회장 백도영)는

12월 18일관내저소득취약계층에 10kg

15포를전달했다.

○…수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용민)는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관내

저소득 어르신 10가구에 전기용 순간온

수기를설치했다.

○…복산동 법륜유치원(원장 박혜영)입

학생일동은 12월 20일 독거노인 30세대

에게쌀 10kg 30포를전달했다.

○…내성교회(담임목사 남건우)는 12월

24일 복산동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쌀

10kg 100포를전달했다.

○…금란라이온스클럽(회장 윤수임)은

12월 28일 복산동어려운이웃 70세대에

게김치 5kg 70박스를전달했다.

○…복산동 나눔복지회(회장 강인숙)는

12월 28일 칠복경로당에 2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지원했으며 2019년 1월중 20만

원을추가지원할예정이다.

○…명륜동 아름다운 동행(대표 라은

희)은 12월 3일 관내 어려운 이웃 30가

구에김치 5kg 30박스를전달했다.

○…명륜1번가 세븐일레븐(대표자 윤정

희)은 12월 11일 관내 어려운이웃 50가

구에게라면 50박스를전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명륜동분회(위원장

강명임)는 12월 14일 지역아동센터 2개

소와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두루마리화

장지 20개를전달했다.

○…명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위원장

김종현)는 12월 14일 경로당 5개소와저

소득층 10세대에 두루마리 화장지 18개,

컵라면 30박스그리고라면 12박스를전

달했다.

○…명륜동새마을단체는 12월 15일 어

려운이웃 2가구에연탄을전달했다.

○…명륜동 거주 독지가(곽○○)는 12

월 31일 명륜동저소득학생장학금으로

현금 5백만원을기탁했다.

○…명륜동 해인태권도(관장 김정근)

이용초등학생일동은 12월 24일 경로당

5개소에 라면 4박스와 봉지라면 55개를

기증했다.

○…새마을문고 명륜동분회(회장 황연

숙)는 12월 20일 어려운 이웃 15가구에

세재 4.4kg 15개를전달했다.

○…온천1동 새마을지도자(회장 문수

동)는 12월 5일 관내저소득취약계층에

라면 40박스를전달했다.

○…온천1동 ㈜오성사(대표 하택선)는

12월 3일 관내어려운이웃에게 300만원

성금을전달했다

○…온천1동직원들은 12월 31일 2018년

동 평가시상금 71만원 전액을이웃돕기

성금으로전달했다

○…온천1동 묘위정사(주지스님 이지

숙)는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팥죽 및

김치 5kg 40박스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게전달했다.

○…온천2동 행복나눔회(회장 김준길)

은 12월 7일 관내 어려운 이웃 1가구에

20만원을전달했다.

○…온천2동 (재)무궁화장학회(회장 박

태우)는 12월 14일 어려운 이웃자녀교

복비지원금으로 200만원을기탁했다.

○…온천2동 사계절치킨파티(대표 진영

호)는 12월 14일 아동 양육시설 새들원

에치킨 3마리를지원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온천2동분회(회

장 박재일)는 12월 27일 어려운 이웃에

게떡국떡 1kg 25박스를전달했다.

○…온천2동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12월 11~13일 동안 어려운 이웃 15세대에

게온열매트, 다복동홍보물품을지원했다.

○…온천2동 효자암(회장 월봉스님)에

서 12월 3일 어려운 이웃 60세대에게 김

치 10kg 60박스를기탁했다.

○…온천2동 마을부녀회(회장 최경애)

는어려운이웃 25세대에게김치 10kg를

전달했다.

○…온천3동 희망이용원(대표 김영원)

은 12월 17일 어려운 이웃 10세대에게

쌀10kg 10포대를전달했다.

○…온천3동 한독온천 어린이집(원장

정옥모)에서 12월 17일어려운이웃에게

25만원을전달했다.

○…천태암(김창숙)에서 온천3동 어려

운이웃에게팥죽 30통을전달했다.

○…온천3동 서원유통 탑마트 온천점

(지점장 조용도)에서 12월 24일 어려운

주민 30세대에게 쌀 10kg 30포와 라면

30박스를전달했다.

○…온천3동 아라한 태권도(대표 김기

현)에서 12월 28일 라면5박스를 어려운

이웃 5가구에전달했다.

○…온천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옥

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10kg 60박스를

전달하고 다복동 홍보엽서 및 홍보물품

을증정했다.

○…사직1동 냉동냉장수협(지점장 이현

준)은 12월 26일 저소득학생 교복비 지

원비 100만원을기탁했다.

○…사직1동룩스굿안경점(대표이송재)

는 12월 27일 어려운 이웃 1세대에게 교

정시력안경을지원했다.

○…사직1동 석사풍물단(단장 박종만)

은 12월 27일 어려운 이웃 20가구에게

라면 20박스를기탁했다.

○…익명의 독지가는 12월 28일 어려운

이웃에게쌀 10kg 60포를기탁했다.

○…사직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장혜

원)는 12월 5일 구청장, 새마을지도자

회원등과함께어려운이웃 50가구에김

치를직접담가전달했다.

○…사직2동 서원유통 탑마트(지점장

김기민)는 12월 18일 쌀 10kg 40포를어

려운이웃 40세대에전달했다.

○…사직2동 ㈜신진엠티테크(대표 김태

진)는 12월 21일 어려운 이웃자녀신입

생 교복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사회복

지공동모금회로기탁했다.

○…사직2동 사직KCC스위첸 입주민 일

동(입주자 대표 김정근)은 12월 26일 관

내어려운이웃에게 200만원을지원했다.

○…사직3동 바르게 살기운동위원회(위

원장 남미옥)는 12월 3일 어려운 이웃 6

세대에냉기방지매트 6개를전달했다.

○…개인후원자공민선씨는 12월 4일어

려운 이웃10세대에게 겨울이불 10채를

전달했다.

○…사직3동 날마다 대박나는 집(대표

자 김영두)은 12월 5일 어려운 이웃 20

가구에게쌀 10kg 20포를지원했다.

○…사직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무

자)는김치 10kg 45박스를, 부덕주류(대

표 정기채)는 김치10kg 28박스를 어려

운이웃 73가구에게전달했다.

○…사직3동 사직제일교회(담임목사 이

동룡)는 12월 11일 쌀 20kg 20포와 김치

5kg 30박스를어려운이웃에전달했다.

○…사직3동은 동래구청장,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새마을 부녀회, 다문화가정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복지통장등과 함

께 김장김치를 담고 어려운 이웃 113가

구에김치를전달했다.

○…마중물교회(담임목사 이상건)는 12

월 13일 사직3동 어려운 이웃 25가구에

게라면 25박스를전달했다.

○…사직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장 이태희)는 12월 12일 무의탁어르신

54가구에곰국6팩 54박스를지원했다.

○…아름다운교회(담임목사 김성식)는

12월 17일 어려운 가정 25세대에 김치

2.5kg 50박스를전달했다.

○…개인후원자 최홍림씨는 12월 24일

어려운 이웃 15가구에게 쌀10kg 15포를

전달했다.

○…사직3동 여고유치원(원장 허혜선)

은 12월 24일 저소득학생교복비지원금

으로 1,121,110원을지원했다.

○…사직3동 바르게 살기운동위원회(위

원장 남미옥)는 12월 27일 어려운 이웃

12세대에떡국떡 2kg 12개를전달했다.

○…사직부산아동병원(대표 도인록)은

12월 27일 사직3동어려운이웃 100세대

에쌀 10kg 100포를전달했다.

○…안락1동 한우리봉사단(회장 백관

임)은 12월 3일 어려운이웃 15가구에게

김치 10kg 15박스를전달했다.

○…안락1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임춘택)는 12월 3일 관내저소득 20가구

에김치 10kg 20박스를 전달했다.

○…안락1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복

지통장은 12월 5일 저소득 취약계층 15

세대에온열매트 15개를지원했다.

○…동래한우리봉사단(회장 백관임)은

12월 18일관내어르신및장애인 400여명

에게점심(팥죽)나눔행사를진행했다.

○…안락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

동진)는12월 17일관내어려운이웃3가구

에게연탄300장과라면3박스를전달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락1동 위원회(위

원장 오종근)는 12월 27일 어려운 이웃

20가구에떡국떡 1kg 20박스를전달했다.

○…노랑봉사단(회장 김평수)은 12월

22일 어르신 200여명에게 점심 나누기

행사를진행했다.

○…한솥도시락안락동한전앞점(대표탁

제훈)은 12월 4일어려운이웃에게월5만

원상당도시락교환권 2장을전달했다.

○…안락2동 새마을문고(회장 정향자)

는 12월 4일 어려운 이웃 40가구에 떡국

떡 2kg 40봉을전달했다.

○…서민세탁(대표 안희수)은 12월 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만원을 부산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기탁했다.

○…대원산업(대표 서광석)은 12월 5일

어려운이웃을위해 100만원을부산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기탁했다.

○…익명의 독지가께서 12월 10일 안락2

동어려운이웃에게 5kg 5개를전달했다.

○…안락2동새마을부녀회(회장정민자)

는 12월 13일쌀 10kg 5포를전달했다.

○…안락2동 청개구리 반찬(대표 윤경

애)은 12월 13일, 27일 독거노인 및 장

애인단독가구 10명에게밑반찬및국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 2세대

에게 월2회씩 지속적으로 밑반찬을 지

원할예정이다.

○…안락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박성배)는 12월 18일 쌀 10kg 10포를어

려운이웃에게전달했다.

○…휴먼시아 어린이집(원장 임미정)은

12월 18일 어린이집원생일동이모은 20

만원과 원장 1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삼대경희한의원(원장 정재현)은 12

월 18일 한의원내이웃돕기성금함을설

치하여모금한 성금 234,400원을 어려운

이웃을위해전달했다.

○…인디옥교회(목사 박준식)는 12월

18일 쌀 10kg 5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

해전달했다.

○…명품백두태권도(관장 조 강)수련생

일동이 12월 24일 어려운이웃에게라면

500개를전달했다.

○…안락제일교회(담임목사 권종오)는

12월 26일 교회신도들이 모금한 성금

100만원을어려운이웃에게전달했다.

○…선진회(회장 안우환)는 12월 26일

안락2동 저소득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교복비 25만원을 4명에게각각지원했다.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대

표 이종형)은 12월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을지원했다.

○…작은샘 어린이집(원장 최미옥)교

사 및 원아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모은 209,31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롯데리아 부산안락점 및 CU반송하

나점(대표 이수범)은 12월 31일 명장2

동 어려운 이웃에게 햄버거 및 음료수

각 50개를전달했다.

뢾추가분은다음호에게재뢿

연말연시어려운이웃돕기미담 릫풍성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