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이욱형(前 제주도체육회 사무국장,

現 제주도체육회 고문)씨 별세, 김소

애씨 남편상, 이혜순 혜련 혜영씨 부

친상, 김광주씨 빙부상 ▷일포=9월 2

일(월요일) ▷발인일시 및 장소=9월

3일(화요일) 오전 7시 제주대학교병

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지=양지공

원 ▷연락처=이혜련(010-9946-

0096) 이혜영(010-7999-3621)

▶강정옥씨 별세, 조형옥 용옥(前탐

라중 교장) 영옥 명옥(前 제주시농

협지점장) 춘자 영자씨 모친상, 박봉

순 김원자 현순희 김경숙씨 시모상,

故강승구(前 무릉중 교장) 현상익씨

빙모상 ▷일포=9월 3일(화요일)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4일(수요일)

오전 7시 중앙병원(이호동 소재)장

례식장 2분향실 ▷장지=납읍리 친족

묘지 ▷연락처=조형옥(010-3563-

3461) 조용옥(010-6334-1921) 조

영옥(010-3691-4889) 조명옥(010-

4326-6049) 조춘자(010-4696-

5716) 조영자(010-8524-4026)

▶문공성씨 별세, 문군석(NH농협은

행 남문지점장) 기석 금란(DB손해

보험) 경희씨 부친상, 김옥심 이성옥

(천안농업기술센터)씨 시부상 ▷일

포=9월 2일(월요일) ▷발인일시 및

장소=9월 3일(화요일) 오전 7시 부

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지=양지공

원 ▷연락처=문군석(010-2690-

8871) 문기석(010-8807-9831) 문

금란(010-5248-6688)

▶조태일씨 별세, 김옥인씨 남편상,

조정길(한국GM 부장) 정식 정원 민

경(정애)(삼도일동주민센터) 정순

정화(사대부중 교사) 정임 정열씨

부친상, 최은실 김영항씨 시부상, 장

대준 김영보(세화고등학교 교사) 강

경철 김종훈씨 빙부상 ▷일포=9월 3

일(화) ▷발인일시 및 장소=9월 4일

(수) 오전 6시 부민장례식장 2분향

실 ▷장지=대정읍 선영 ▷연락처=조

정식(010-8399-3662) 조민경(010-

3265-8775) 조정화(010-4696-

9274) 김영보(010- 9995- 2386)

▶2019제주감귤국제마라톤 ▷일시=

11월 10일(일) ▷장소=조천운동장

▷접수기간=7월 15일(월)~9월 27일

(금) ▷입상자 특전=일본 아오모리

현 애플 마라톤 무료 참가(항공권,

숙박권 제공) ▷접수방법=인터넷접

수(http://marathon.ihalla.com),

제주감귤국제마라톤사무국(750-

2523)

▶2019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신청기간=8월 26일(월)~9월 4일

(수) ▷신청자격=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로서 서귀

포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지원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

진 관련 사업 등 ▷지원기준 및 지원

액=1개 단체 1개 사업 / 사업별 200~

400만원 ▷신청방법=직접 방문 등기

우편 접수 ▷신청서류=신청서 사업

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포함) ▷접수 및 문의=서귀포

시 여성가족과(☎760-2442)

부고

알림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사람과 사람 2019년 9월 3일 화요일13

본지 사람과 사람면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T. 064-750-2251, hl@ihalla.com)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도두동에 위치한 힐링타임펜션에서 제8기 드

림서포터즈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

들은 자립교육, 정서지원을 위한 캘리그라피 등 1박 2일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드

림서포터즈 는 과거 가정위탁보호를 받았던 대학생과 직

장인들이 후배들의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한 모임이다.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지난달 31일

지역주민 및 관광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서홍동 출신 기당미술관 초대관장인 변시지 화백의 자취

를 찾아 볼 수 있는 서홍동 탐방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평소 그냥 지나쳤던

서홍동의 의미 있는 장소들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국제교육원(원장 박경민)은 지난달 30일 제주외국

어학습센터에서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영어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워크숍 을 진행했다. 이번 워

크숍에서는 한동대학교 브라이언 알케마 교수의 코드 스

위칭, 영어원어민교사 교육자 제프리 셸리의 사회학, 제

주국제교육원 원어민교사 트리 도의 PPT 학습자료 활용

방법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모색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송철희) 임직원으로

구성된 렛츠런 엔젤스(Angels) 는 민족 최대의 명절

인 추석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애월읍 고성

리 및 조천읍 와산리 소재 무연고 분묘 총 80여기에 대

한 벌초 및 성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재)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9 에

(주)시와월드, 반딧불공작소(주), 숨비아일랜드, (주)아트

피큐 등 지역 콘텐츠기업 4곳의 참가를 지원했고 이를 통

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총 3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성배)는 지난달 30일

올레길 18코스 구간(산지천마당~만세동산)에서 올레길

탐방객 및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안내판 탐방로 훼

손 여부 모니터링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북5도이원회(위원장 박성재)가 주최하고 이북5도 제

주사무소(소장 박우철)가 주관하는 2019제주지구 이북

5도 가족 결연식이 지난달 31일 박성재 위원장과 김태

석 제주자치도의회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연동 호텔 더원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평화와 번영,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사회

적 편견 극복을 통해 이북도민 이탈주민과 제주지역 주

민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제주지구 가족결연은 지난 2012년 5쌍이 맺어진 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쌍씩 이어지다 올해는

20쌍으로 확대됐다.

이날 박우철 소장은 2만3000여 제주도민회와 300여

명의 이탈주민과의 100% 결연이 맺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제주교육박물관(관장 김희운)이 진행 중인 제주 항일

독립운동과 제주인 특별기획전에 개막 이후 지금까지

(8월 29일 기준) 8260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는 제주 3대 항일 운동(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

세운동, 해녀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독립투쟁

과 광복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제주인의 항일정신을 발굴

및 재조명을 통해 항일정신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전시는 ▷일제강점기 교육기관과 항일유적지 지도 ▷

항일운동 관련 제주인 수형기록카드 ▷제주 한국 독립

운동 연표 ▷제주 3대 항일독립운동 ▷제주여성독립운

동가 ▷제주학생항일운동 ▷일제강점기학제 등으로 구

성돼 있다.

3 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6월 18일 개막한 이번 기획전은 10월 20일까지 계속되

며 항일운동 포토존도 운영하고 있다.

한림읍(읍장 홍경찬)은 지난달 29일 새마을부녀회 회

원 10여명과 함께 지역내 상가밀집지역 및 시장 주변

클린하우스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친환경세제를 살포한

뒤 마을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를 실시했다.

정방동새마을부녀회(회장 정순정)는 지난 1일 정방동노

인회관에서 부녀회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전달하기 위한 반찬만들기 봉

사를 추진했다. 이날 정방동새마을부녀회에서는 불고기

와 장아찌를 직접 만들어 25가구에 전달했다.

가파초등학교(교장 윤용석)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섬에서 섬을 잇다. 가파도에서 독도까지 를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했다. 이번 탐방은 다른 지

역 섬 문화를 알아보고 가파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비교해보는 체험학습이었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강하자)이 8월 4일부터 9

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 나눔 네일아트 재능

기부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마지막 회기에 천지동노인회

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손마시지와 네일아트 봉사를

벌였다.

나눔적십자봉사회(회장 강정숙) 회원들은 지난달 30일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지회장 오진택)에

회원들이 헌혈을 실천한 헌혈증서 70매를 전달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2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사람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한 인권경영헌장 에는 인권

기준, 차별금지원칙, 반부패 투명경영 등 공적기관 임직원

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결의가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