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고용후씨 별세, 문영자씨 남편상,

고윤철(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선

심(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장) 선자 선미(둔산초등교사)씨 부

친상, 차민경씨 시부상, 오광철(블랙

샌즈호텔 총지배인) 오경철 문경환

(넥스트림 에너지 대표이사)씨 빙부

상 ▷일포=9월 24일(화) ▷발인일

시 및 장소=9월 25일(수) 오전 8시

서귀표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 ▷

장지=애월읍 봉성리 가족묘지 ▷연

락처=고윤철(010-5699-1662) 고선

심(010-6788-7441) 고선자(010-

3016-7757) 고선미(010-8474-

1185)

▶소전환씨 별세, 안창일(아녜스)씨

남편상, 소영진 영근(함흥면옥) (

故)영문 희영 아영 미영 은영씨 부

친상, 부미정 김경미 (故)이연숙씨

시부상, 한승엽 김두형 김진호씨 빙

부상 ▷일포=9월 24일(화) ▷발인

일시 및 장소=9월 25일(수요일) 오

전 10시 천주교 동문성당 ▷장지=양

지공원→아흔아홉골 선영 ▷연락처

=소영진(010-2958-3360) 소영근

(010-2047-6115)

▶김찬종(前 고산농협조합장)씨 별

세, 서정순씨 남편상, 김도형((주)케

이지오 대표) 미래(전업주부) 수미

(추자초등학교교사) 미정(프리랜

서)씨 부친상, 강유미(소망음악학

원)씨 시부상, 박진영(KT&G 홍천지

점장) 김원찬(청수농원대표) 유승

주((주)화이트리자드 이사)씨 빙부

상 ▷일포=9월 24일(화) ▷발인일

시 및 장소=9월 25일(수) 오전7시

한림정낭장례식장 특 분향실 (796-

9644) ▷장지=양지공원 ▷연락처=

김도형(010-3699-8684) 박진영

(010-2689-5753) 김원찬(010-2992

-9739) 유승주(010-7305-7673)

▶박정규씨 별세, 현영진(사계절농

수산쉼터 대표, 前 정방라이온스회

장) 영식(염돈주유소 대표) 영천(인

천함박중학교) 영찬(법무사 강정학

사무장) 은상(서귀포시청) 영자(영

재화원 대표) 영순(농업) 영희씨 모

친상, 김안순(서귀포시청 성문화센

타) 한옥자 장경순(인천청량중학

교) 김정임 강민체씨 시모상, 김창

순(불교대학교총동문회 초대회

장) 양상돈 이영철씨 빙모상 ▷일포

=9월 25일(수) ▷발인일시 및 장소

=9월 26일(목) 오전 7시 30분 한빛

장례식장 연꽃 분향실 ▷장지=도순

동 가족선영(도순 다원뒷편) ▷연락

처=현영진(010-3697-2216) 현영식

(010-4693-5400) 현영찬(010-9736

-4300) 현영자(010-2690-6350) 현

영천(010-8882-9711) 현은상(010-

7726-7625)

▶윤창심씨 별세, 김효식씨 부인상,

김순희 선희 경희 승희 문희 희씨

모친상, 김재구 김영오 최원철(제주

시청 주택과장) 박상후(세화고등학

교)씨 빙모상 ▷일포=9월 25일(수)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6일(목)

오전 8시 30분 부민장례식장 4분향

실(4층) ▷장지=양지공원 ▷연락처

=김순희(010-6735-8363) 김선희

(010-8964-5156) 김경희(010-8377

-4131) 김승희(010-4136-3419) 김

문희(010-7288-3419) 김 희(010-

8389-3321) 최원철(010-2241-

4131) 박상후(010-8662-6904)

▶김신절씨 별세, 박성수(제주대학

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성진(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화학공학과 교수)씨

모친상, 정성자 김승희씨 시모상 ▷

일포=9월 25일(수)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6일(목) 오전 7시 30분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분향실

▷장지=양지공원 ▷연락처=박성수

(010-3693-7123)

부고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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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직접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체

험을 하고 있다.

정 신 종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직접 텃밭에 모종을 심어 작

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는 지난 16일부터 제주시내 13개 초등학교에

교과서 수록 여부, 학생의 선호도, 텃밭 유형 등 각 학

교의 상황을 고려해 미니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등 모

종 6000개와 시금치, 무 등 종자 45300립을 공급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전문 지도사가 학교를 방

문해 파종, 생육 관리, 건강한 먹거리 실습 등을 진행하

는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라초등학교 황순재 교사는 학생들이 텃밭에서 직

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먹어보는 체험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좋

은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송상철 근교농업팀장은 식물을 키우는

전 과정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

을 준다 며 행사가 끝난

후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차후에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 희망드림봉사단(회장 김창효)은

최근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올레 매일시장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교촌치킨 제주탑동점(대표 이은석)은 지난 23일 제주사

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애월읍(읍장 부태진)은 지난 23일 하귀1리 지역 내 클린

하우스에서 태풍 타파 로 인한 쓰레기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 외도1동에 위치한 (주)미광(대표 이상철)은 지

난 2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

에서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에 동참했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박양호)은 24일 조달청 다수공급

자계약 업체로 지정돼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 중인 도내

(주)탐라계전을 방문해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양호 청장은 도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과 (주)모

어네트코리아(대표 심흥길)는 24일 중국(다롄) 모어네

트코리아 회의실에서 갈치주낙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

발 에 따른 최종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협약기간 연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안귀환)는 2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제주 경영계와 노동계, 주요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주경총 9월 노사민정 조찬포럼 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서장 고영국)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제주신화월드 랜딩호텔에

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지난 20~21일 제

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제5회 전도 직장 자위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직장 자위

소방대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 분야

에서는 이마트 서귀포점이 최우수상, 일반인 심폐소생

술 분야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방탄걸)가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

서귀포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16개

클럽과 지난 2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지역발

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 을 개최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김한영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 지구 총재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번 협약식은 민 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을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