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고두형(국가유공자, 前 고바우가구

대표)씨 별세, 박병선씨 남편상, 고

봉준(미국IBM왓슨연구소 수석연구

원) 영림 영숙 은숙 현숙 혜정씨 부

친상, 김희경씨 시부상 ▷일포=6월

19일(수) ▷발인일시 및 장소=6월

20일(목) 오전 6시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지=양지공원

▷연락처=고영림(010-3745-5367)

▶오만흥(前 제주대학교실습선 선

장)씨 별세, 현영자씨 남편상, 오태

영(현대중공업 부장) 태헌((주)아트

피큐 대표이사, (사)제주ICT기업협

회 회장) 태림(LG전자 인사팀책임)

씨 부친상, 박지원 문정미 윤정은씨

시부상 ▷일포=6월 20일(목) ▷발

인일시 및 장소=6월 21일(금)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지=

성산읍 수산리 선영 ▷연락처=오태

영(010-2690-0360) 오태헌(010-

7742-2043) 오태림(010-7544-

2043) 현영자(010-3949-2043) 박

지원(010-4162-6152) 문정미(010-

5593-2043) 윤정은(010-3943-

2165)

▶고영주(국가유공자)씨 별세, 고성

림((주)CHM 근무) 성진((주)선울

이엔씨 대표) 옥순 옥림 (故)옥만

해숙 은숙씨 부친상, 양은심씨 시부

상, (故)김창희(성산고 교사) 한석기

(前 세화초 교장) 김유언 강주열(세

림(주) 이사) 김선식(삼성전자 전

무) 씨 빙부상 ▷일포=6월 19일

(수) ▷발인일시 및 장소=6월 20일

(목) 오전 6시 30분 부민장례식장 3

분향실 ▷장지=양지공원 ▷연락처=

고성림(010-4531-6770) 고성진

(010-3692-3516)

▶현복희씨 별세, 강기옥(우신금

속) 기호 기석 기창 기철 금진(제주

도교육청)씨 모친상, 고순하 김순자

배지연 임미영 오수진씨 시모상 ▷

일포=6월 19일(수) ▷발인일시 및

장소=6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5분향실 ▷

장지=성산읍 시흥리 선영 ▷연락처=

강금진(010-9546-2266) 강기옥

(010-4580-8087) 강기호(010-4845

-2617) 강기석(010-4222-2491) 강

기창(010-9615-5559) 강기철(010-

8619-7559)

▶광령초등학교총동창회 오름등반

및 회원 단합대회 ▷일시=6월 23일

(일) 오전 10시 ▷집결장소=작은녹

고뫼 입구 주차장 ▷연락처=총동창

회장 강기훈(010-7174-0821), 사무

국장 신성필(010-2693-1858)

1번 문제

① 사각형 : 3개

② 삼각형 : 8개

2번 문제 ②번

3번 문제

1)번

① 체추흑셜차키로

② 하를저나든 술

③ 진치군면 트모느맴

④ 쥬줠 지입질질제 졀미든 키배희

줌각뇨제 인컹가에죠

2)번

① 간마안

② 치매안심센터(보건소)

③ 오늘 하루도 고생이 참 많으셨

네요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부고

치매예방주간학습지 정답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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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강승표) 직원봉사단

이 18일 학교 선생님이 꿈인 이수연(가명, 초등학교 6학

년) 학생에게 청소년 사랑의 공부방 을 선물했다. 두

번째 공부방 선물 봉사다.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이수연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

워 할머니 집에서 동생과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다. 내년

에 중학생이 되지만 낡은 책상과 휘어진 의자에 앉아 공

부를 하고 있어 평소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농협직원

봉사단은 책상, 의자, 책장, 옷장 등을 설치하고 쾌적한

공부방을 위해 청소 및 낡은 전등 교체 봉사를 실시했다.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앞서 지난 5월 추자도 공부방 봉

사를 시작으로 올해 10가구에 대해 공부방 선물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지오빌2차 아파트에 위치한 지오

숲새마을작은도서관(회장 현화림)은 지난 15~16일 도서

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색으로 떠

나는 1박2일 지오숲 캠프 를 진행했다.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가 주최하고 지오숲새마을작은

도서관이 주관한 캠프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로 이뤄졌다. 그림책을 활용한 독후활동부터 독서 퀴즈대

회,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친구

들과 함께 잠을 자는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16일 오전

1시에는 2019 FIFA U-20 남자월드컵 결승전을 도서관에

서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본지 사람과 사람면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T. 064-750-2510, hl@ihalla.com)

제주문화원(원장 김봉오)은 지난 11~13일 임원과 회원이

참여해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마을과 영천시를 찾아 노

봉 김정의 종택 사당, 병와 이형상 고택 등을 탐방했다.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우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

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

사카 지역을 방문하는 2019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를 실

시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난해 우수 직원의 노고 치하

및 해외 선진 금융시스템 체험을 통한 글로벌 금융 감각

을 갖춘 인재육성은 물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과정으로 진행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지

부장 고순생)가 주관하는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이 지난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열

렸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350여명

을 대상으로 TV 홈쇼핑,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자료를 배

부했다.

제주애월읍민회(회장 문상수)와 제주시애월읍청년회

(회장 고태남)는 최근 한라중학교 체육관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태석 도의회 의장,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

치위원장, 강재섭 애월읍장을 비롯해 지역 자생단체장과

애월읍 향우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

회 제주시 애월읍민 한마음축제 및 창립 제18주년 기념

식을 가졌다.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 백록클럽은 지난 15일 제주

시 외도동 그라벨호텔에서 백록클럽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록클럽 회장 이 취임식 을 개최했다.

다음은 신임 임원진 명단. ▷회장=강희석 ▷직전회장=

현훈철 ▷차기회장=김관병 ▷사무장=이창주 ▷재무장=

김기현 ▷메넷부장=이경희 ▷봉사부장=강승종 ▷홍보부

장=이기운 ▷감사=양봉석 김지훈.

LH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수)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7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주도지역자활센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지역자활센터협회는 도내 수급자 등 취약계

층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로, 이

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안정교육과

함께 정보 공유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LH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정보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