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서귀포고 1학년 7반

서귀포고등학교(교장고경수) 1학년 7반

선생님과 반대표는 최근 지역내 어려운 학

우 홀몸 어르신을 위해 써달라며 동홍동사

회보장협의체에성금 10만원을전달했다.

바르게살기운동서홍동위

바르게살기운동서홍동위원회(위원장 김

대익)는 12일 서귀서초등학교(교장 허덕

희)를 방문해 졸업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

달했다.

서홍동 직원일동

서홍동(동장 홍성헌) 직원일동은 최근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기

탁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승진

▲소방경 △제주소방서 양진혁

△서부소방서 강동훈 △서귀포소방

서임상률

▲소방위 △서부소방서 강임선

△동부소방서양혁

◇전보

▲소방경 △소방안전본부 정태성

양윤석 전홍균 △제주소방서 김영

준 △서부소방서 이종식 △동부소

방서 선화철 김종빈 신용필 △서귀

포소방서홍성보

▲소방위 △소방안전본부 윤성필

문영식 송부홍 고창준 김동현 △제

주소방서 김형모 김경현 김미애 문

창부 고영종 김상훈 김용수 김태화

고경남 △서부소방서 김병수 오용

호 김보현 현동호 △동부소방서 김

태남 홍종원 이석훈 강성철 이영동

오성홍 김동욱 김관석 김종규 고민

수 홍용의 김형훈 △서귀포소방서

문영대 변정종 오민철 김순아 안정

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임인사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장 김

두한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

문승선 △투자사업본부 의료사업처

장 조용석 △운영사업본부 휴양관

광처장 박재모 △운영사업본부 박

물관운영처장 문영호 △면세사업본

부영업처장박근수.

오라동

오라동주민센터(동장현호경)는 최근지

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하기

위해직원 28명이 50만원을모금했다.

양남호 오라삼동 노인회장

양남호 오라삼동 노인회장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쌀 30포(10㎏)

를오라동주민센터에기부했다.

문현재씨

문현재씨는 최근 삼도1동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하고,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

해 사용해 달라며 삼도1동(동장 강경필)에

라면 10상자(24만원상당)를기탁했다.

도 자원봉사센터

제주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태언)는

13일 도내홀몸어르신들을위한KF94마스

크 400매와손소독제 75개를제주시홀로사

는노인지원센터에전달했다.

한경여성의용소방대

제주서부소방서 한경여성의용소방대(대

장 홍운경)는 12일 도내 위기 아동 가정 지

원을 위한 후원금 3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

이재단제주지역본부에기탁했다.

외도동장애인지원협

외도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강현주)

는 최근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주민센

터 일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현수

막을개시하는등캠페인을진행했다.

농협 웅진식품 도의회 업무협약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

호 위원장)가 제주산 농 수 축산물 소

비촉진확대에나섰다.

도의회는 1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웅직식품 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길호 도의회 농수

축경제위원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

지역본부장, 이지호 웅진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등이참석했다.

한편 웅진식품은 이날 사원 격려 및

군부대 위문 등을 위해 제주 감귤 1200

상자를 주문했고, 향후에도 제주산 농

수 축산물의 구매와 원물을 활용한 가

공 분야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와협력할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1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 선정

강유안대표

강유안 ㈜대한뷰티산업진흥원 대표

가 농림축산식품부 이달(1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선정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대

한뷰티산업진흥원은 지역내 농가와 천

연화장품의 주원료인 풋귤, 울금, 우도

땅콩, 동백씨 등을 계약

재배하거나직접생산하

는 방식으로 원료를 안

정적으로 조달하고 있

다. 또 연구 개발을 통

해 천연 화장품을 생산

(1차) 및 판매 수출(2

차)하고 뷰티 체험(3차)을 하는 전략으

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봉철 기자

스프링데일골프장성금기탁

WeLove프로젝트 칭찬×사랑÷행복+

스프링데일골프장(회장 강국창)은

최근 서귀포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

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서귀

포시에기탁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

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소

식을 접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하게됐다 고말했다. 김은수 기자

남원읍

남원읍(읍장 현종시)은 12일 직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읍청사 및

이동민원실등공공시설 5곳을대상으로방

역소독을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