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사람 2023년 2월 1일 수요일13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센터장 현승남)는 31일 화

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관내 공

동주택을 방문해 화재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제주CBS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해법을 고민하는 신

년특집 다큐멘터리 기후역습-제주의 봄가을은 안녕

하십니까 2부작을 방송(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한다.

이달 2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방송될 1부 봄과 가

을의 기억, 그리고 경고 는 기후위기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와 경제성장의 과실만을 좇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히 한 과거를 조명했다. 2부 한강과 라인강의 기

적 그리고 기후 는 3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 기후교

육과 환경교육으로 기후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독일

의 사례와 로드맵은 물론 비전도 없는 우리 기후교육

의 현실을 비교했다.

다큐멘터리는 30년 전보다 14일 짧아진 제주의 가

을과 보름 길어진 제주의 여름, 0.56℃ 상승한 제주의

수온 등 봄가을은 짧아지고 바다는 갈수록 뜨거워지

는 현실을 토대로 30년 후 암울한 미래를 가상뉴스에

담았다.

봉개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부기봉)는 지난달 30일

연합청년회 회의실에서 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차 일본을 방문한 김경

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30일

재일제주인 1세대 노인요양시설 산보람 과 재일본대

한민국민단 오사카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

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

사카부(단장 이원철) 및 산보람 노인요양시설(이사장

고경일)을 연이어 방문하고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어

려운 삶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제주를 지원했던 재

일제주인 1세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보은

및 선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

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

절 제주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건강하고 오

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며 의회 차원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경정 및 5급 인사 명단 ▶경정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

관 경정(승) 김홍윤 ▷기획운영계

장 경정 정영곤 ▷경비계장 경정

(승) 김광철 ▷해양안전계장 경정

(승) 최재곤 ▷정보외사과장 경정

김상진 ▷항공단장 경정 김성철 ▷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박

은철 ▷경비구조과장 경정 김진우

▷ 해양안전과장 경정(승) 양영기

▷3002함 함장 경정 강성운 ▷3012

함 함장 경정 고동수 ▷1505함 함

장 경정 옥영호 ▷서귀포해양경찰

서 ▷1경비구조과장 경정 김봉찬

▷해양안전과장 경정 부석봉 ▷수

사과장 경정(승) 김대철 ▷정보외

사과장 경정 양기택 ▷5002함 부장

경정(승) 김광 ▷5002함 기관장 경

정 박준영 ▷3003함(A) 함장 경정

박종택▷3003함(B) 함장 경정(승)

김농섭

▶5급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

오염방제계장 5급 박상현 ▷제주항

VTS 센터장 5급 부지운 ▷제주해

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5급 최

규문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과장 5급 윤동철

▶(주)로그인렌트카배 탁구대회 ▷

대회기간=3월 3일 오후 1시, 3월 4~

5일 9시(세부일정 추후 공지, 대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음) ▷장소=태윤탁구클럽(제주시

황사평 6길 9-1) ▷주최/주관=핑퐁

탁구동호회 ▷후원=(주)로그인렌트

카 ▷경기종목=일반부(개인단식)5

세트, 라지볼부(복식)일반부와 중복

출전 할 수 있음 ▷시상=각 부별 1

위, 2위, 공동 3위, 8강:상품 ▷참가

자격=2022년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

회에 선수등록 기록이 있는자에 한

함 ▷참가비=1인 2만원(송정숙, 농

협, 981-12-238-661) ▷참가신청=2

월 1일 오후 1시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개인별 문자접수 010-8664

-3157 (허용인원 200명 미만으로 조

기마감 될 수 있음)

▶문영찬씨 별세, 민동욱씨 남편상,

문규원(제주항공 기장), 재원(자영

업)씨 부친상, 현혜진씨 시부상 ▷

일포=1월 30일(월) ▷발인일시, 장

례미사및 장소= 1월 31일(화) 오전

10시 신제주성당 ▷장지=해안동 가

족묘지 ▷연락처=민동욱(010-8664

-5672), 문규원(010-8554-5672), 문

재원(010-6365-9496)

▶김용구씨 별세, 홍경기 충기(前

공무원) (故)왕기 명기씨 모친상,

양옥낭 김명렬 김승년 고양숙씨

시모상 ▷일포=2월 1일(수) ▷발

인일시 및 장소=2월 2일(목) 오전

6시50분 중앙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지=양지공원→한림읍 상대리

선영 ▷연락처=홍경기(010-4691-

7457), 홍충기(010-3699-7406), 홍

명기(010-4693-4494), 홍석주(010-

2921-4972)

▶김봉혁(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씨 별세, 이영숙씨 남편상,

김지순(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씨

부친상, 김재성(갈렙앤컴퍼니 본부

장)씨 빙부상 ▷일포=1월 31일

(화) ▷발인일시 및 장소=2월 1일

(수) 오전8시 중앙병원장례식장 제

2분향실 ▷장지=천왕사 연화원 ▷

연락처=김재성(010-6245-1331)

▶이종곤(前한국교직원공제회 제

주지부 사무국장)씨 별세, 강정우

씨 남편상, 이동철(자영업) 동헌

(제주소방서) 동남(렌트카) 정림

(백록초 교사)씨 부친상, 김정희

(前초등교사) 현혜경 신자영씨 시

부상, 정은수(前서귀포학생문화원

장)씨 빙부상 ▷일포=2월 1일(수)

▷발인일시 및 장소=2월 2일(목)

오전5시 중앙병원장례식장 5분향실

▷장지=유수암 보은 가족공원 ▷

연락처=이동철(010-3861-2086), 이

동헌(010-2693-6334), 이동남(010-

2697-4563), 이정림(010-9188-

2176), 정은수(010-3690-2176)
치매예방주간학습지 268회 정답

부고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정답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알림

인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라게시판

제주영송학교(교장 백차기)는 지난달 30일 교장실에

서 2022학년도 동아꿈나무재단 후원 특수학교 재학생

장학금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주시 용담2동(동장 황태훈)과 용담2동새마을부녀회

(회장 윤미경)는 지난달 30일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

을 펼쳤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

장 김선영)는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

도지사(회장 정태근)를 방문해 혈액암 투병 중인 제

주어가수 양정원 씨를 돕는 데 써달라며 후원금 2751

만5233원을 전달했다.

제주예총은 지난 3개월 간 후원계좌를 열고 모금활

동을 실시해 배우 고두심씨를 비롯한 제주 문화예술인

들과 도민들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모아졌다. 또 제주

예총은 지난달 1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후원콘

서트를 개최해 전시를 통해 모은 후원금도 전달했다.

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 전 현직 회장단(현직 회장

박민숙)이 31일 농협서귀포시지부에서 고향사랑기부

제의 성공적 안착 지원과 제주도에 대한 기부 동참 분

위기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도 고향사랑기

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남 장흥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현우 농협서귀포시지부장은

앞으로도 농민단체 등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현동

수)는 지난달 30일 아스타호텔 3층에서 제36차 정기총

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재적회원 95개 회원사 중 56개

회원사가 참석 및 위임장을 제출해 2022회계년도 세

입 세출 결산(안), 2023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제12대 도회장에는

현동수 동원설비(주)대표이사가 연임됐다. 또한 이날

기계설비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관기관의 관

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서귀포YWCA(회장 고맹수)는 31일 (사)서귀포

YWCA 대강당에서 회원 61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

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정

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정기총회로 진행됐다. 1

부에서는 서귀포시교회협의회 박병해 회장(제주중앙

교회)의 말씀과 축도로 개회예배가 이뤄졌다.

이어 2022년 사업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나눔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