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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새봄맞이 환경대청결 운동

도두동 주민센터(동장 강태환), 도두동어촌계(계장 김용식),도

두어부회(회장 오문호)는 25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도두동 해안가 일대에서 환경대청결운동을 벌였다. 

이도2동,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 운영

이도2동(동장 강봉유)은 25일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

영해 관내 주요 도로변, 이면도로변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광

고물을 정비했다.

노형동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노형동(동장 강유섭),체육회(회장 강유섭)는 25일 노형동주민

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원 재선출의 건, 제53회 제주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연동, 불법쓰레기 합동단속

연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숙)와 바르게살기운동연동위원회(

위원장 정승익)는 26일 회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쓰레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아라동체육회, 이사회 개최

아라동체육회(회장 진홍구)는 26일 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

서 아라동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라동체육회 규약(안)을 

심의·의결하고 제53회 도민체전 참가 건을 논의했다.

한림읍 자생단체장, 2월 정례회의

한림읍(읍장 홍경찬)과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자생단체

에서는 26일 한림읍장실에서 자생단체장 2월 정례회의를 개최

해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천읍,「조천읍 발전계획 수립」간담회

조천읍(읍장 김덕홍)은 26일 조천읍회의실에서 「조천읍 발전

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사전 관계자회의를 갖고 조천읍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도1동새마을부녀회, 재활용품 배출제 계도

일도1동새마을부녀회(회장 안혜신)는 26일 관내 클린하우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계도활동

을 전개했다.

삼도2동바살기위원회, 기초질서캠페인

삼도2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원보)는  26일 삼도2동 관

내 일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깨끗한 도심

지를 위한 환경 정비활동을 했다.

제주시4-H본부, 회장단 이·취임식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윤식)은 26일 농어업

인회관에서 내외빈 및 100여명이 참석해 제주시4-H본부 제5대(

회장 장석진) 및 제6대(회장 김순선)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애월읍이장협의회, 2월 정례회의

애월읍(읍장 강재섭)과 애월읍이장협의회(회장 김승진)는 지

난 22일 애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월 정례회의를 개최해 제

주들불축제 참여 및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강태환 도두동장은 27일 직원회의를 개최하

고  오는 4월 개최될 예정인 제53회 도민체육

대회 선수단 구성 등 준비를 당부했다.

도두동, 제53회 도민체전 준비 철저

김덕홍 조천읍장은 26일 관내 산불초소 8개

소를 방문해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천읍, 산불초소 현장근무자 격려

동 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26일 메

종그랜드 제주 호텔 컨벤션홀에서 내외빈과 제주여성경제

인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은정 회장에 이어 제

8대 임민희 회장이 취임했다.

임 회장은 “벅찬 감동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

며 앞으로 제주여성경제인들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하고 제주지역사회의 경제의 구심점이 되는 단체

로 성장시켜 나아가고 올해로 창립한지 20년이 되는 만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오정희 초대 회장을 비롯

해 선대 회장들과 여성경제인 회원들의 노고가 컸으며 이

러한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3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18개 지회 2,600여 회원사가 소속된 대표적인 여성경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