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강순여씨 별세, 양시진(前 메디슨 전

무) 시경(前 JDC 감사) 옥형 옥란 옥

록 옥녀 채은(사계초 교감) 정화씨 모

친상, 김현숙 홍희림씨 시모상, 신선

일 나형구 조영희 안영철씨 빙모상 ▷

일포=9월 5일(목) ▷발인일시 및 장

소=9월 6일(금) 오전 7시 안덕면 사

계리 산방복지회관 ▷장지=사계리 마

을 공동묘지 ▷연락처=양시진(010-

4128-0213) 양시경(010-2898-

8624) 신선일(010-3697-8545) 나형

구(010-3696-0039) 조영희(010-

3696-4098) 안영철(010-8957-4347)

▶강재응씨 별세, 강지석(한국공항공

사 항공연구소장) 경순 욱순 호순(한

라대학교 겸임교수)씨 부친상, 현경순

씨 시부상, 고진부(헌정회 제주도지회

장, 고신경정신과 원장) 김태우(자영

업)씨 빙부상 ▷일포=9월 5일(목)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6일(금) 오전 7

시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지=삼달

리 선영 ▷연락처=강지석(010-8634-

6149) 고진부(010-3691-4180) 김태

우(010-4469-5577)

▶고수준(前 금호타이어제주영업소 대

표)씨 별세, 고은범(자영업) 은산(제

주도청) 은철(한림마트)씨 부친상, 김

미정(참사랑 어린이집) 고미영(한림마

트)씨 시부상 ▷일포=9월 5일(목)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6일(금) 오전

10시 부민장례식장 10분향실 ▷장지=

양지공원 ▷연락처=고은범(010-4678-

9575) 고은산(010-5097-2413) 고은

철(010-2696-6543) 김미정(010-

3328-3557) 고미영(010-2695-6542)

▶홍태아씨 별세, (故)김수정 수영(광

산김씨제주도종친회장, 정효원 원

장) 건형(희철)(동명종합건설 감

사) 수연 수선 을생씨 모친상, 강영자

이화순(법성원장) 오승희(제주요양원)

씨 시모상, 고경수(前 농협근무) 송경

옥 이일구(경찰공무원)씨 빙모상 ▷일

포=9월 6일(금) ▷발인일시 및 장소=

9월 7일(토)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2

분향실 ▷장지=양지공원 - 남국선원

▷연락처=김수영(010-3693-0292) 김

건형(010-8211-1111) 김명찬(010-

2689-1918) 김유찬(010-4699-

8269) 이화순(010-8660-488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9 어린이

놀이마당 디 손심엉, 몬딱 도르라~

!! ▷일시=9월 8일(일) 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 ▷장소=제주시민회관

▷주최=제주특별자치도 ▷주관=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흥산초등학교 동문가족 단합대회

개최안내 ▷일시=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흥산초등학교 운동장 ▷

종목=한걸음 술래잡기 꼬리잡기 강강

술래 등 ▷연락처-회장 김현식

(27회) ☎010-8904-4002 사무국장

김미선(32회) ☎010-9501-6918

1번 문제

①8지역 ②대구, 10℃ ③백령

2번 문제 3번 문제

- 인

부고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알림

치매예방주간학습지 정답

사람과 사람2019년 9월 6일 금요일14

본지 사람과 사람면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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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동적십자봉사회(회장 이승제)는 지난 4일 외도동주

민센터(동장 김학철)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

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사랑 성금 60만 6400원을 전

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일대에서 열린 제7회 월대천 축제 물품

판매수익의 일부로, 기탁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는 지난 4일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지천 화단 등에 계절화 백일홍

1500본을 식재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앞장섰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 자원

봉사위원협의회 동부지구(회장 백희순)는 지난 3일 고

영두 회장, 신동운 부회장, 양성훈 운영실장, 양방훈 운

영처장, 자원봉사위원협의회 동부지구 위원과 제주지방

검찰청 한승진, 김주현 검사 등 100여명이 제주팔레

스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소년혼디학교(대표교사 송상현)가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화제다.

제주시 용담1동 제주향교 인근에 위치한 혼디학교

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배움터로 지

난 4일 2019년 졸업식을 개최, 올해 제2회 검정고시

고교과정에 합격한 졸업생 7명을 배출했다. 이날 행

사에는 자원교사 10명과 후원자 등 20여명이 참석했

으며 자원교사에는 제주농협 직원 4명이 포함됐다.

2014년 개교한 혼디학교는 도내 직장인들이 자발

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배움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

지 매일 3교시로 검정고시 대비 야간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40여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

학이나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지도교사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교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모두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지난 5년간 벌써 두

차례 학교를 옮겼지만 혼디학교는 도내 학교 밖 청소

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한길정보고와 제주교도소를 찾아 검정고시

수업 등 학업지원활동을 전개하며 소외된 사람들에

게 밝은 빛을 선사하는 반딧불이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는 다문화가

정 중도입국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중도입

국자녀교육프로그램 Together, High-five(투게더, 하

이파이브) 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다

양한 체험 특강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문화원(원장 강명언)은 지난 4일 서귀포시청 문

화강좌실에서 서귀포문화원 제23기 문화학교 발표회와

수료식을 가졌다. 총156명이 수료해 ▷서귀포시장상(이

정순 학생회장) ▷도의회의장 표창(박경화 학생회 총무,

진호남 향토실장)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강수명 무용

실장) ▷제주도문화원연합회장상(정복자 가요실장, 이

경자 라인댄스실장, 강연희 민요실장)을 전달했다.

도련초등학교(교장 강성지)는 지난 4일 6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자작나무숲이 주최 주관하고, (주)대국

해저관광 제주메세나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해

베토벤을 만나요 라는 주제의 문화예술공연을 마련

했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 플롯, 아코디언, 마림바로

베토벤의 곡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연주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

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7년 연속 공익활동 및 시장형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익활동 및 시장형사업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위로 대상, 우수 시 군 구로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우수 수행기관으로 서귀포시니어클럽, 제주시니어클

럽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뽑혔으며, 고령자친화

기업인 (주)서귀포시니어클럽말끄미사업단이 우수운영

기관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

유치, 고령자친화사업 공모 선정,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프로젝트 사업 추진, 노인고용촉진장

려금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한 도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

가됐다.

제주도는 시니어클럽 등 총 10개 수행기관을 통해 1만

2129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취업 양성을 위한 취

업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해 관광 여행안내사, 경비직, 간

병인, 문화재발굴원 등 취업 과정을 운영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240명중 22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제주어지킴이사업 , 성읍마을 정의현 포도대 , 쇼

핑몰 산들나라 등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공익

활동 뿐만 아니라 시장형 사업단 운영을 통한 노인들의

소득 보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

리는 2019년 노인일자리 대축제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

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 제주농협 하나로마

트협의회(회장 차성준 한림농협조합장)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회장 오홍식)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을 맞아 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에서 농협

임직원, 봉사원, 결연가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차례상 차림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홀몸어르신, 한부모, 이주민 가정 등 취

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차림 비용은

제주시농협에서 2000만원, 하귀농협에서 1000만원을

각각 지원했고 하나로마트 수익금의 일부로 재원이 마

련됐다.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대장 김인구)는 5일 사회복

지법인 혜정원-아가의 집 의 지적 자폐 장애 아동과 보육

교사 등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현장 체험활동을 진행

했다.

이날 체험활동에서 원생들은 대원 55명의 인솔을 따라

워터서커스, 재활용소재 활용 예술작품장인 서프라이즈 테

마파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혜정원 관계자는 지적 자폐 장애 아동들은 시설에서만

생활해 사회와 단절돼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며 사회와

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생들이 매년 나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