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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8월 정례회의 참석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3

일 녹고뫼 제주캠핑장에서 열리는 노형

동 주민자치위원회 8월 정례회의 및 역

량강화 워크숍 에 참석할 예정.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추진회의 참석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3

일 제주시청에서 열리는 삼도2동 문화

예술의 거리 운영 추진협의회 회의 에

참석할 예정.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윤빛나♥김민범 부부의 셋째 아들 김은호

은호야~ 누나들이 잘 키워준대. 엄

마, 아빠 말은 듣지 않아도 누나 말

은 잘 들어^^

양정현♥우장호 부부의 첫째 딸 우재영

우리 딸 첫 생일. 지금처럼 맑게 웃

으며 늘 건강하자.

고연자♥홍성민 부부의 둘째 딸 홍은서

사랑하는 우리 이쁜 딸 은서야♡

은서는 울 가족에게 축복이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 많이 줄게. 사랑해 우리 딸♡

장은미♥윤영훈 부부의 둘째 아들 윤 솔

솔아! 엄마는 무서우니까 아빠랑

형아랑 놀자!!

엄마 한텐 비밀이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라일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출산축하 코너 를
선보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
기(가족)사진과 함께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
든 게재 가능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
다 줄 출산가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캠페인 배너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
항은 편집부 ☎750-2251)

출산장려 캠페인

알 림

제주지역 9개 고등학교 관악부가 연대한

제주고교연합윈드(단장 김재용 지휘 유성

철) 가 한국관악협회(회장 박병학)와 김

해시의 공동 주최로 지난 19일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기 제44회 대한

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2위)을

차지했다. 이번 경연에는 제주고교연합윈

드 소속 단원 65명(오현고, 제주제일고, 대

기고, 제주여고, 삼성여고, 제주여상, 제주

중앙고, 함덕고, 성산고) 전원이 참가했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

철)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인 정보화교육을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이번 교육은

단계별 컴퓨터 교육과정으로 기초반과

실무에 활용되는 엑셀반, 한글ITQ자격증

대비반으로 운영됐으며 각각 결혼이민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강 후

에도 보완수업을 진행해 시험에 대한 자

신감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박사과정생인

김형미씨(사진 지도교수 강경희)가 최

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4

회 한국생물과학협회(회장 김세재) 정기

학술대회 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 제목은 지역사회 연계 모

의의회 참여 고등학생의 SSI(Socio-

Scientific Issues) 논증활동 분석 이다. 이 논문은 과

학글쓰기 교수전략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희 지혁

제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응

용시스템학부의 에너지화학공

학전공 석사과정 이용희씨(지

도교수 최수석)와 물리학전공

석사과정 지혁씨(지도교수 서

혜원)가 최근 강원도 홍천 비

발디파크에서 개최된 한국진

공학회 제57회 하계 정기학술

대회 에서 각각 으뜸포스터발표상을 차지했다. 이번 상은

지난 2월에 열린 한국진공학회 제56회 동계 정기학술대

회 및 정기총회 에서 발표된 341건의 포스터발표 중 심사

를 거쳐 연구성과가 우수한 32명에게 수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임정

우)는 21일 본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결

과 생활안전분야에서 직할여성대 이은숙

대원이 최우수, 심폐소생술분야에서 직할

여성대 양다혜 대원이 최우수를 수상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동홍새마을금고부녀

회(회장 진춘화) 회원 20여명은 지난 17

일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치유의숲 일대

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벌여 숲을 찾는 도

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는데 앞장섰다.

탐라중학교(교장 부귀현) 오케스트라는

지난 19일 경남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

린 제44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특별부

(학생부)에 참가해 금상을 차지했다.

이번 경연에서는 김학용 교사의 지도로

74명의 단원들이 참가해 가야행진곡(지

정곡) 과 Prince of Jeju(자유곡) 를

연주했다.

탐라중 오케스트라는 2012년 교육부지

정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및 2016년

교육부지정 예술거점학교로 선정돼 해마다

정기연주회와 연주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YWCA(회장 이정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3 1운동이후 제주여성평화운동100년

을 주제로 2019 평화아카데미 를 연다.

이날 강의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을 지낸 문영희(사진) 전 제

주YWCA회장이 맡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YWCA가 주관하는 평화아카

데미는 2015년 시작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마인

드 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6개의

강좌와 평화기행으로 짜여졌다. 9월 19일 오후 2시에는

나의 평화이야기 를 주제로 정수복 사회학 박사를 초

청해 다섯번째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64)711-8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