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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3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경로

당에서 열리는 경로당 증축 

개관식에 참석한다.

광령2리 경로당 증축 개관식 참석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의장은 23일 경기도 고양

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제13

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

식에 참석한다.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의원은 23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 합동 단속’에 참석한다.

박순태 제주시 구좌읍장

은 22일 관내 영농폐기물집

하장을 방문해 배출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에게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

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고철환 서귀포시 남원읍

장은 22일 읍장실에서 주간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상황을 점검하고 

재산세 징수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부태진 제주시 일도2동장

은 22일 동사무소 방문 민원

인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

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 참석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참석

영농폐기물집하장 배출실태 점검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상황 점검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독려

서귀포시동부폴

리스봉사단(단장 

고방실)은 지난 21

일 동홍동 지역 생

활환경 취약가구

를 방문해 각종 쓰

레기 분리수거 및 

폐가구 처리, 욕실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대정

읍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센터장 

강경문)는 지난 18

일 부산 사상생활

사박물관 등 경남 

일원에서 주민 3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동부폴리스봉사단,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남 일원 현장교육

강창용 ㈜강용

개발 대표는 지난 

19일 1억원 이상 기

부자 클럽인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레드

크로스 아너스클

럽의 13번째 회원

으로 가입했다. 

강 대표는 2001년부터 도내 장애인 시설과 복지 시설을 후원하며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제주지역경제교

육센터(센터장 김

정숙)와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이

하 JDC)는 지난 

18일 JDC에서 ‘JDC 

일자리 이을樂(락) 

사업 발대식’을 갖

고 도내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영국씨(51·제주

시 아라동)가 1990

년 2월 해병대 복

무시절 첫 헌혈 후 

29년 만에 400회

를 달성했다.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

별자치도혈액원

(원장 권혜란)은 

지난 21일 제주시내 한 헌혈센터에서 고씨의 헌혈 400회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성민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의

원은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

지한 공로로 지난 

17일 도남초등학

교에서 열린 ‘제3

회 어린이가 안전

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를 받았다.

재경대정고동문

회(회장 정성종)

는 지난 18일 우옥

희 대정고 교장의 

인솔로 주제탐구 

일환으로 상경한 

모교 학생 30여 명

과 함께 서울 여의

도 전경련회관 식

당에서 선·후배 간 간담회를 가졌다.

애월농협(조합

장 김병수)은 지

난 19일 농협 대회

의실에서 고순보 

제주농업기술센

터 연구사를 초빙

해 지역 내 양채류 

재배농가 50여 명

을 대상으로 시기

별 브로콜리 중점 재배기술 및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강창용 강용개발 대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JDC, 이을樂 사업 발대식

고영국씨 29년 만에 헌혈 400회 달성강성민 도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받아

재경대정고동문회, 모교 후배들과 간담회애월농협, 양채류 농가 대상 재배기술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