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제주어류양식수협 2019 제주광어대

축제 맞이 어류방류 행사 ▷일시=10

월 11일(금) 오전 11시 ▷장소=제주

시 조천읍 조천항 포구 ▷내용=10cm

전후 어린 쏨뱅이 45000미 방류 ▷문

의=제주어류양식수협

▶2019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IP(지

식재산)페스티벌 ▷일시=10월 11일

(금) 오후 1시~6시 ▷장소=제주대학

교 아라컨벤션홀 ▷주요내용=현장면접

(AI 면접 병행) 취업특강 토크콘서트

해외취업설명회 IP(지식재산)세미나

도전 골든벨 등 ▷문의=제주상공회의

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757-

2168) 제주지식재산센터(759-2555)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간=10

월 18일(금)~10월 20일(일) ▷장소=

산지천 관덕정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등 ▷문의=제주시 문화예술과(728-

2711)

▶일도2동 제6회 고마로 말문화 축

제 ▷일시=10월 18일(금)~10월 19일

(토) ▷장소=일도2동 고마로 신산공

원 일대 ▷주요내용=길거리 퍼레이드

문화프로그램 발표 및 공연 등 ▷주

최 주관=일도2동 고마로 및 신상공원

일대 ▷문의=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728-4441)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0

월 금메달 부모특강 ▷일시=10월 18

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서귀포시청1청사 별관 문화강좌실 ▷

대상=서귀포시내 부모 200명 ▷강사=

차길영(수학인강 스타강사 세븐에듀

대표) ▷주제=내 아이도 할 수 있다

수학 챔피언! ▷참여방법=당일 선착순

입장(수강료 무료) ▷문의=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760-3965)

▶서귀포중앙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5차 강연 ▷일시=10월 17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중앙도서관 1

층 시청각실 ▷주제= 나의 삶과 조화

로운 삶 -제주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

기 ▷강사=홍창욱(공심채 농업회사법

인) ▷문의=서귀포 중앙도서관(760-

3732)

▶기당미술관 기획초대전 ▷기간=11월

14일(목)까지 ▷장소=기당미술관 기

획전시실 ▷참여 작가=이옥문 박길주

문성윤 ▷관람시간=오전 9시~오후 6

시(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어른

1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원

(제주도민 50%감면 단체할인 등 가

능) ▷문의=서귀포시 기당미술관

(733-1586)

▶제26회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숙 재연

축제 ▷기간=10월 19일(토)~10월 20

일(일) ▷장소=제주성읍마을 남문광

장 일원 ▷내용=전통민요 전통혼례 전

도민요 경창대회 취타대 행진 및 정의

현감 부임행차 재연 전통민속 재연마

당 공연 및 체험 등 ▷체험행사=제주

빛깔 물들이기 오메기술 시음 연날리

기 방아찧기 제주 전통떡 시식 등 ▷

문의=(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787-

1179)

▶제10회 혼인지 축제 알림 ▷기간=

10월 19일(토)~10월 20일(일) ▷장

소=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원 ▷

내용=혼례행렬 삼공주추원제 전통혼

례 민속경기 장작패기대회 마을제 재

연 장금이 선발대회 등 ▷문의=성산

읍 온평리사무소(782-2766, 0766)

▶2019 제로 제로 환경나눔축제 ▷일

시=10월 19일(토) 오전 11시~오후 3

시 ▷장소=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

내용=중고물품 리폼가구 생활용품 알

뜰장터, 종이팩 폐건전지 재활용품 교

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요일별 배출

홍보 학생 벼룩시장 운영 자전거 무상

수리 서비스 등 ▷문의=서귀포시 생

활환경과(760-2953)

1번 문제

① 바나나, 참외, 수박, 복숭아,

포도, 홍시, 사과

② 강아지, 나비, 코끼리, 조랑말,

호랑이, 하마, 원숭이

2번 문제

① 경주

② 부산

③ 전주

3번 문제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알림

치매예방주간학습지 정답

사람과 사람2019년 10월 11일 금요일14

애월농협(조합장 김병수) 고향주부모임(회장 이부자)은

지난 8일 회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웃음으로 소통하기 를 주제로 한 특강, 천연염색 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시지부(회장 정창화)와 꿈꾸는새

마을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유철수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제주시 삼양동 소

재 꿈꾸는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전주이씨계성군파종친회(회장 이철헌)은 지난 9일 제주

시에 위치한 다호묘원에서 25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입도조인 팽형조, 득춘조 시향제 및 봉행 행

사를 실시했다.

재단법인 고 양 부 삼성사재단(이사장 고정언)은 10일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삼성혈 삼성전에서 제주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상의 덕을 추모하기 위한 봉

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는 이달 26일 오

후 2시 기획공연 함께해서 더(The) 좋은 날 을 펼친다.

제주도여성회관을 모태로 개관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

번 행사에서는 뮤지컬 실버라이팅 (사진), 전자바이올리

니스트 유세미, 뮤지컬팀 원스, 탤런트 김경애 전원주, 가수

유현상과 김연자 공연 등이 이어진다. 문의 064)710-4243.

조천읍(읍장 김덕홍)과 조천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8

일 조천체육관에서 장애인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내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 민속체험,

건강상담 등이 진행됐다. 조천읍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

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본부장 신재섭)는 10일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대학교 전기공학과 및 정보통신과 대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

는 전력산업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전

력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장학사업을 전개하

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공무원

업무역량 혁신 및 원격학습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인 (사)한국원격대학

협의회(김중렬 회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