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강정옥씨 별세, 조형옥 용옥(前탐

라중 교장) 영옥 명옥(前 제주시농

협지점장) 춘자 영자씨 모친상, 박

봉순 김원자 현순희 김경숙씨 시모

상, 故강승구(前 무릉중 교장) 현상

익씨 빙모상 ▷일포=9월 3일(화요

일) ▷발인일시 및 장소=9월 4일(수

요일) 오전 7시 중앙병원(이호동

소재)장례식장 2분향실 ▷장지=납읍

리 친족묘지 ▷연락처=조형옥(010-

3563-3461) 조용옥(010-6334-

1921) 조영옥(010-3691-4889) 조

명옥(010-4326-6049) 조춘자(010-

4696-5716) 조영자(010-8524-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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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효인씨 별세, 김옥천씨 부인상,

김종훈(롯데건설 수석) 애생 애순

애자 애경 애실(노형초 교사) 애란

(한전 경기지역본부 차장)씨 모친상,

이윤희씨 시모상, 오재윤(前 제주특

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동수(유

정)(미술평론가) 조창래 오기영(제

주도의회) 최종욱(한전 경기지역본

부 부장)씨 빙모상 ▷일포=9월 4일

(수) ▷발인일시 및 장소=9월 5일

(목) 오전 6시 제주대학교병원 장례

식장 2분향실 ▷장지=가족선영 ▷연

락처=김종훈(010-8890-1026)이윤

희(010-9803-1026)

▶강순여씨 별세, 양시진(前 메디슨

전무) 시경(前 JDC 감사) 옥형 옥

란 옥록 옥녀 채은(사계초 교감) 정

화씨 모친상, 김현숙 홍희림씨 시모

상, 신선일 나형구 조영희 안영철씨

빙모상 ▷일포=9월 5일(목) ▷발인

일시 및 장소=9월 6일(금) 오전 7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복지회관 ▷장지

=사계리 마을 공동묘지 ▷연락처=양

시진(010-4128-0213) 양시경(010-

2898-8624) 신선일(010-3697-

8545) 나형구(010-3696-0039) 조

영희(010-3696-4098) 안영철(010-

8957-4347)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9 어린

이 놀이마당 디 손심엉, 몬딱 도

르라~!! ▷일시=9월 7일(토) 오전 9

시~오후 3시 30분 ▷장소=제주시민

회관 ▷대상=150여명(위탁아동 위

탁부모 자원봉사자 등) ▷주최=제주

특별자치도 ▷주관=제주가정위탁지

원센터(관장 양창근) ▷주요내용=마

술공연(마술사 김민형) 및 체험부스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진행 경품추첨 및 사진촬영 등 ▷세

부일정=오전 9시~9시 50분: 접수 및

체험활동(참가사 접수 및 단체 티

배부 체험부스 운영), 오전 9시 50분

~10시 10분: 식전공연(마술쇼), 오

전 10시 10분~10시 30분: 축사 및

격려사(도청 관계자 등),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가족과 함께Ⅰ(팀

별 프로그램 지압판 줄넘기 인간 컬

링 사격왕 등), 오후 12시~1시: 점심

식사 및 체험활동(점심식사, 체험부

스 운영), 오후 1시~2시 30분: 가족

과 함께Ⅱ(단체 프로그램 도미노 쌓

기 대형 공굴리기 등), 오후 2시 30

분~3시 20분: 시상 및 경품추첨, 오

후 3시 20분~3시 30분: 폐회식

▶제3회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운

영 안내 ▷기간=8월 31일(토)~9월 2

일(월), 9월 6일(금)~9월 8일(일)〔

6회〕 ▷장소=하도 어촌체험휴양마

을 ▷프로그램 일정=오후 1시~1시

30분 하도해녀합창단 공연, 1시 30

분~2시 30분 전통테왁만들기, 2시

30분~ 4시 해녀물질체험, 원담 바룻

잡이체험 ▷문의=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65) 구좌읍 하도 어촌체험

휴양마을(010-2615-1313)

부고

알림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사람과 사람 2019년 9월 4일 수요일13

한남리 마을경로당에서 운영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 부등개 댄스

동아리 회원들이 댄스 연습에 한창이다.

고 성 봉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등개 댄스동아리가 진행하는 건강체조 활동이 중

장년 노년층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경로당에서

부등개 댄스동아리의 건강체조 연습과 함께 보건진

료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등개 댄스동아리의 건강체조 프로그램은 월 화

목요일 마을 경로당에서 강사를 초빙해 연습하며, 감

귤 수확철이 겹치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되

고 있다. 월요일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서귀포 지회

에서, 화 목요일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서 강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나머지 비용은 동아리

회원들이 기금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김정실 한남보건진료소장은 댄스 동아리 회원들

은 꾸준하게 연습해 연중 1회 개최되는 건강체조 발

표회에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귀포시

동부 13개 보건진료소가 함께 운영하는 팀플 사업 프

로그램에 참가해 건강체조 시연을 하며 모범사례를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김정순 한남리 부등개 댄스동아리 회장은 바

쁜 과수원 일을 하다보니 서로간 만날 시간이 없었는

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건강체조를 함께 하며 회

원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

다 고 말했다.

올해로 4년차 댄스 체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곤 강사는 한남리 부등개 댄스동아리 회원들은 바

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빠

짐 없이 시간 맞춰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며 나이에

비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

가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고 전했다.

서귀포초등학교(교장 김무근)는 지난 2일 3, 5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음악 교과 시간에 지역예술가협력 예술(뮤지

컬)수업을 운영했다. 지역예술가협력 예술수업은 도교육

청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전개된다. 이번에 실시

한 뮤지컬 수업에서는 뮤지컬 기획자인 김수연 선생의 지

도로 뮤지컬의 개념과 특징 등에 대해 배웠으며, 앞으로

뮤지컬을 직접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지 사람과 사람면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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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한올로타리클럽(대표 강성부)은 지난 2일 남원읍

(읍장 현창훈)을 방문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

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

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발

굴 지원하고, 공적지원에서 소외된 가정을 돕는 데 사

용될 예정이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오라컨트리클럽이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라운딩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드론 영

상 촬영 서비스 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에

이색적인 추억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서비스

를 통해 골프장 곳곳의 코스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개인

별 드라이버 샷, 40초 분량의 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제주학생문화원(원장 임연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

의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

지 매주 토요일에 도내 초 중 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주말체험학교 를 운영한다. 운영 강좌는 ▷

외발자전거 ▷엑슬라이더 ▷전통연 교실 ▷서각 ▷교육

마술 ▷우쿨렐레 6개 강좌이며, 주말체험학교가 끝나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동화 제스코마트 대표가 지난 2일 제스코마트 본점에

서 도내 소외가정 및 시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원

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강동화

기금 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약 1년간 운영되며,

도내 소외가정 아이들의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으

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센터장 문경진)와 안덕

의용소방대(대장 고상범 오미해)는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쌀 등 기초 생필

품을 전달하고 기초건강 체크 및 주택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성산읍(읍장 강승오)과 성산읍주차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는 지난 2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

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 정차 해소 등 거리 캠페인

을 벌였다. 읍과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문

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와 LH 제주지

역본부(본부장 김희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3일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동에서 상생협력 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해 다양한 공통 관심 사업

부문에 대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

도개발공사 제주농협 제주은행이 후원하는 제109차 제주

경제와관광포럼 이 3일 제주칼호텔에서 기관단체장, 기업

체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민승

규 국립 한경대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가 농업의 미

래, 인류의 미래 의 주제로 특별강연을 전개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은 지난 2일

제주축협 노형한우프라자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

업에 관한 제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시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

원장 문영희)는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

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소

외계층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자 회원들이 모은 것으로,

적십자사 희망풍차 결연가정 및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