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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노인의료복지시설 동광효도마을에서 주

거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외벽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사업은 제주양돈농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상

임공동대표 안병우 이승호)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제주시 일도2동(동장 홍성철)과 고마로마문화축제위

원회(위원장 오영진)는 말(馬) 문화 관광의 달 인 10

월을 맞아 이달 14~16일 3일간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현대가 공존하는 고마로를 따라… 를 주제로 제7회

고마로마(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주4 3과 여순 10 19를 만나기 위해 이번엔 제주 교

원들이 역사적 현장에 발을 디뎠다. 74주년 여순10 19

를 맞아 13~14일 1박 2일 과정으로 전남 여수 순천 일

원에서 진행 중인 여수 순천10 19와 함께하는 평화

공감 현장 체험 이다.

여수 순천 현장 체험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4 3과 여순10 19의

교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제주 전남교육감

이 협의하면서 2021년 학생 교류로 첫발을 뗐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제주도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을 상

대로 전남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과정을 언급하며 제주 전남교육감에게 내일

(13일)부터 제주 교원들이 여순지역 유적지 답사를

벌이는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

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여순10 19는 1948년 여수주둔 제14연대가 제주4 3

진압을 거부한 이후 무력충돌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이 희생된 사건이다.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스러진 현대사의 비극으로 제주에서는 4 3과 쌍둥이

사건 으로 부른다. 여순 희생자들의 상징 역시 동백꽃

이다. 지난해 6월엔 유족회, 정치권의 노력 등으로 사

건 원인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

별법 이 제정됐고 제주4 3 관련 기관 단체에서 환영

논평이 잇따르기도 했다.

제주4 3-여순10 19 평화 인권교육 직무연수 로 마

련된 이번 현장 체험에는 22명의 제주 방문단에 김광

수 교육감도 동행했다. 이들은 첫날 신월동 14연대 주

둔지, 중앙초교, 진남관, 마래터널, 만성리 형제묘 등

을 방문해 현지 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여순10 19

의 배경을 익힌 뒤 평화 인권교육 공감 토크에 참석했

다. 둘째 날에는 순천대, 매산중 고교, 동천 등 관련

유적지를 둘러본다.

제주도교육청의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제주

와 전남이 4 3과 여순을 잇는 현장 체험을 착실히 이

어가며 평화와 인권, 상생의 동백꽃을 활짝 피우겠다

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은행이 BC카드와 함께 제주 상권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ESG마케팅 을 시행한다.

박우혁 제주은행장과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지난

11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침체된 제주 상권 활성화

▷도민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시행 ▷제주도내 환

경 개선을 위한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캠페인

등을 진행키로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올해 11월 말까지 페이북(BC앱)내 마

이태그를 통해 이벤트를 태그하고, 제주은행 카드로 도

내 음식점 카페 마트, 면세점, 주유 등 업종에서 결제

한 고객에게는 최대 1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지훈)는

지난 11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최근 발표된

서귀포시 사무관 승진 의결자인 강은석 강호준 강윤

영 김형신 오희경 윤점미 한승엽 씨 등 7명에 대한

축하연을 마련했다.

김지훈 지부장은 관리자가 되기까지 동료들과 생

사고락을 함께 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결코 잊

지 말고 하위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듬어 달라 고

말했다.

제주서부소방서(서장 김영호)는 13일 제주시 한경면

제주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에서 고산농협 관계자와

고산의용소방대(대장 송호철)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소화기 110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110개 등 주택

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진행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센터장 고보숙)는 지난 12일 제

주여민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

소, 한림여성농업인센터 등 도내 양성평등교육 민간기

관의 대표와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양성평

등 가치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정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최

가미(사진) 씨(지도교수 이윤경)가 지

난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

된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n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ISNFF 2022) 국제학술대회에

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연구 주제는 다시마 유래 다당류의 장내 미생물과

대사체 조절을 통한 오리의 생산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

향(Laminaria japonica polysaccharides impact the

productivities and systemic health by modulating

the intestinal microbiome and metabolome of

ducks) 이다.

이 연구는 중국 산동농업대학교의 장국국 교수 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최 씨는 연구를 통해 다시마 다당

류 첨가사료가 오리의 장내 미생물과 대사체 조절을

통해 동물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

음을 제시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학술대회 축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4일 메종글래드에서 열리는 제주사회

복지연구센터 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

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

을 격려할 예정.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3학년 권

민정(사진) 씨가 최근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더베이101마린홀에서 개최된

제9차 차세대해양과학자워크숍 에서

미래 되고 싶은 해양과학자 를 주제

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권 씨는 나는 2027년 항해할 과학

자다-극지 심해생물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 를 발표

했다.

차세대해양과학자 워크숍 은 국제무대에서 해양

전문가로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관련 진로탐

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시작돼 올해 9회 차를

맞았으며,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와 한국해양

학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제31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참석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16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3

년 만에 개최되는 제31회 서울제주도

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재경 제주도

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17일 귀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