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란수씨 별세, 박태보씨 부인상,

박명호(前 제주대학교 근무) 명종

(前 성산일출봉농협 근무) 명학(파

라다이스카지노 근무) 순심(라마다

호텔 근무) 순미 순봉(남주중학교

상담사)씨 모친상, 오순금(前 서귀포

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진영씨

시모상, 고태곤(샤프에비에이션케이

근무) 오항실 오영춘(중문중학교 교

사)씨 빙모상 ▷일포=9월 20일(금)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1일(토)

성산읍 공설묘지 ▷장지=성산읍 수

산리 가족선영 ▷연락처=박명호

(010-5757-9590) 박명종(010-9323

-0217)

▶김창화씨 별세, 문군일 군옥(샘터

컨설팅 대표) 제일 제관(에버그린

대표) 군숙 군자 애선씨 모친상, 양

영자 김혜숙 최숙미 구연선씨 시모

상, 고천년씨 빙모상 ▷일포=9월 20

일(금)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1

일(토)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4분

향실 ▷장지=방지수 선영 ▷연락처=

문군옥(010-3690-0777) 문제관

(010-2825-0719)

1번 문제

-① 뇌 똑 똑, 치매, 방, 시다

② 9, 일, 치매 ,날

2번 문제

- ②번

(큰 도형 속 작은 도형의 모양이

다음 도형에서 큰 도형의 모양이

됨)

3번 문제

- ③번

(1세트 - 35:38 / 영지 승)

(2세트 - 35:32 / 민수 승)

(3세트 - 35:35 / 비김)

부고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치매예방주간학습지 정답

사람과 사람2019년 9월 20일 금요일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는 지난 18일 제주

시 소재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2019 이사장배 사랑의 골프대회 를 개최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회장 고영두) 청소년

위원협의회 서부지구(회장 김흥성)는 지난 18일 노형로

타리 일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는 19일 제주대 인권 포스터 및

UCC 공모전 수상작 13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

작은 인권 포스터 부문에서 총 6개 작품, 인권 UCC 부문

에서 총 7개 작품이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무

심코 뱉은 말로 무너지는 인권을 다룬 언론홍보학과 권혁

민씨가, UCC 부문 최우수상은 차별적 시선을 성찰한 초등

교육과 조현지씨와 경영학과 졸업생 김은영씨가 수상했다.

연동주민센터(동장 문재원)는 최근 회의실에서 국제라이

온스협회 354-G지구 삼다라이온스클럽, 제주올레라이온스

클럽,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태언)는 지난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문자원봉사단(31단체),

수요처 기관(31곳)과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식을 개최했다.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19일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

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

했다. 제주은행은 설립 50주년 기념식에 이어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 제주은행

우수고객 250여명을 초청해 제주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고객초청 세미나& 리셉션 등을 가졌다. 서현주 은행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강소은행으로 만들어 일등을 넘어

일류 제주은행으로 만들겠다 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

에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에 따라 이날 21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당연

직 위원 4명(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행정시 문

화예술 담당국장)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에 이선화 위원

이, 부위원장에는 오창림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18일 JDC 본사에서 함께JDC 작은바람 사업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JDC 작은바람 은 소규모 공동

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공모로 선정된

10개 마을공동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JDC는 이번에 선정

된 마을공동체 주민들 스스로 생활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규모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라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