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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5일 

시청 셋마당에서 열린 칠십

리축제조직위원회 회의에 참

석해 조직위원 16명에게 위

촉장을 수여하고 특화콘텐

츠 발굴 등 축제의 체계적 추

진을 당부했다.

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의회운영위원장은 6일 제

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

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기

총회에 참석한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총회 참석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의원은 6일 제주시 일도

2동 관내에서 열리는 ‘일도2

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

검’에 참여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참여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소

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제

주담다’를 방문해 자활근로

사업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자활근로사업 참가자 격려 

이상헌 서귀포시 안덕면장

은 지난 4일 안덕면 12개 마

을이장들과 함께 2021년 제

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발전 분야 공모에 대해 논의

했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논의

홍재석 제주시 이호동장은 

5일 관내 무더위쉼터를 일제 

점검하고 무더위쉼터를 이용

하는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와 마스크 착

용 및 손 소독, 거리두기 등 개

인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무더위쉼터 일제 점검

제주도교육청, 학부모크리에이터 위촉식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은 5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도교

육청 관계자, 공모로 

선발된 학부모크리에

이터 16명 등 2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도

교육청에서 교육현장

의 소통을 위한 2020년 학부모크리에이터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제주도보훈청, 국가보훈처 창설 59주년 유공자 시상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청(청장 강만희)은 

5일 회의실에서 국가

보훈처 창설 59주년 

및 이동보훈복지사업

(BOVIS) 선포 13주

년을 맞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

하고 보훈복지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소방서, 화재상황별 특수차량 조작 훈련

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석)는 지난 4일 

소속직원들을 대상

으로 유류·선박화재 

등 특수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 화재상황

별 특수차량의 적정 

조작 및 폼 방수훈련을 실시했다.

삼성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한 간담회

삼성초등학교(교

장 강정림)는 지난 4

일 김장영 제주도의

회 교육의원과 제주

도 문경진 교통항공

국장,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제주의료원, 첫 1일명예원장에 양영식 의원 위촉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은 4일 첫 1일 

명예원장으로  양영

식 제주도의회 보건

복지안전위원회 위

원장을 위촉했다. 1일 

명예원장 제도는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

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튼튼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은 지난 4일 

조합장실에서 ‘2020

년 조합원 자녀 장학

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정농협은 이날 전

달식과 계좌이체 등

을 통해 대학생 조합

원 자녀 5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7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구좌농협 농가주부모임, 요양원 등에 미숫가루 나눔행사

구좌농협 농가주

부모임(회장 오춘금)

은 지난 4일 구좌농

협 유통센터에서 건

강한 여름 나기를 위

해 관내 요양원과 취

약계층 100여 가구

에 미숫가루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용담2동·615비행대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제주시 용담2동(동

장 오효선)과 해군 제

6항공전단 615비행

대대(대대장 안승민)

는 지난 4일 직원과 

군 장병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담2

동 방사탑 일대에서 폐스티로폼과 폐목재, 그물 등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