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정지열씨 별세, 김창업(前 신례1

리 이장) 창옥 현탁 효자 효심씨 모

친상, 김금옥(금앤옥통나무펜션 대

표) 박정옥 정근실(삼성초등학교)

씨 시모상, 김주영 안현호씨 빙모상

▷일포=10월 7일(월) 위미의례회관

▷발인일시 및 장소=10월 8일(화)

오전 6시 서귀포의료원 ▷장지=신

례리 가족공동묘지 ▷연락처=김창

업(010-3692-1068) 김금옥(010-

2649-1068) 김현탁(010-2637-

2427)

▶현연옥씨 별세, 고태하(개인택

시) 태극(썬해운) 태신(前 농업기술

원 농산물 원종장장, 조계종 제23교

구신도회 사무처장) 경선 경숙씨 모

친상, 강숙자 양인숙 김정화씨 시모

상, 김인현(前동부정밀화학(주) 제

주지점장) 황한성씨 빙모상 ▷일포=

10월 7일(월) ▷발인일시 및 장소=

10월 8일(화) 오전 6시 20분 부민장

례식장 3분향실 ▷장지=양지공원→

난산선영 ▷연락처=고태하(010-

8660-7300) 고태극(010-3838-

6633) 고태신(010-9990-2375)

▶고찬영씨 별세, 고성운(흥운기

업) 창운(대한항공) 금자 복자 문

자 미숙씨 부친상, 김효정씨 시부상,

(故)변관봉 (故)조성국 이우철(제

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고선학씨 빙

부상 ▷일포=10월 7일(월) ▷발인

일시 및 장소=10월 8일(화) 오전 8

시 30분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양지공원 ▷연락처=고운성(010-

3693-0110) 고창운(010-9661-

1946) 이우철(010-9546-0013) 고

선학(010-2971-002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50주년

행복특강 ▷일시=10월 19일(토) 오

후 2시 ▷장소=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4층) ▷사전접수=9월 30일

(월)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인터넷

접수 ▷문의=710-4243~7

▶제2회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 행사

▷일시=10월 9일(수) 오전 11시~오

후 6시(우천시 10월 12일) ▷장소=

서귀포 칠십리공원(그라운드 골프

장 일원) ▷내용=자연과 책이 어우

러지는 서귀포다움의 책축제(공연

전시 부대행사 등) ▷문의=서귀포

시 도서관운영사무소(760-3703)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부고

알림

사람과 사람 2019년 10월 8일 화요일13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서울에서 2019 찾아가는

제주문화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문화 강좌, 제주문화 탐방, 제주문화

공연 특강으로 구성됐다. 문화강좌는 이달 22일까지 매

주 화요일에 제주의 신화, 제주의 옛 지도, 제주4 3, 해녀

등을 주제로 마련된다. 제주문화 탐방은 11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공연 특강은 12월 중 제주 해녀 소재

공연과 관련 강의로 짜여질 예정이다. 제주문화 아카데

미는 2017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와 아시아퍼시픽해양문

화연구소가 협력 운영해왔다. 열린 제주학 을 지향하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문화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문의 726-9154.

제주시는 지난 5~6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주

만이 주는 10가지 특별한 맛의 선물 이라는 주제로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제주음식이야기 주제관을 시작으로 제

주의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글로벌음식존, 음식경연, 요

리체험존, 요리기능장들의 무대쇼 등 다양한 테마로 꾸

며져 8만 여명의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음식경연대회에는 총 74팀이 참가해 전시경연 6개 부

문과 라이브경연 5개 부문에서 경쟁이 이뤄졌으며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상을 비롯한 총 49개의 상이 수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완점들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제주공항소음피해 외도동대책위원회(위원장 안창준)는

지난 6일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가에서 나뭇잎, 오

물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사)제주메세나협회(회장 김대형)는 제주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5일 제주대 음악관에서 제

주메세나 예술영재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사)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고순생 지부장은 지난 5일 제

주시 소재 헤브론힐 리조트에서 장애인 대상 소비자 교

육 강사로 나서 통신판매 피해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서귀포시산림조합(조합장 오형욱)은 지난 4일 서귀포시

소재 빠레브호텔에서 8월 각 지역별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의원, 임원 등이 참석해 상견례를 열었다.

제주연구원 제주농업 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센터장 안

순화)는 지난 4일과 7일 제주종합비즈센터 대회의실에

서 2019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사업 설

명회 를 개최했다. 센터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6차 산업

에 대한 주요 정책을 포함해 자금 지원과 사업 컨설팅,

유통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대해 알렸다.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은 최근 서귀포 하나로마트 주

차장에서 농협네트웍스와 함께 지역내 조합원들을 대상으

로 농업인 영농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서

귀포농협은 370여대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 관리 요령 상

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네트웍스 차량정비

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고 말했다.

동녘도서관은 지난 4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지역아동센터

에서 2019년 척척 블록 놀이터 를 개강했다. 척척 블록

놀이터는 블록을 활용해 메모꽂이와 폰 거치대, 캐릭터

등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센터 아동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흥미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도서

관 역할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남원읍(읍장 현창훈),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

원장 양재복), 남원읍청우는 10월 한달간 토닥토닥 남

원읍 행복만들기 사업 의 일환으로 취약가구 무료방

역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가구 무료방역 소

독사업은 지역내 취약계층 200여가구에 연 2회 실시되

고 있으며, 지난 7월 1차 완료 후 10월 2차 방역 소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