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게시판

▶강정아씨 별세, 나용우 현우 석우

(故)동우 영우 선자 금자 순자씨 모

친상, 박매향 진순녀 이산옥 박영배

(한성전기 대표) 정순영씨 시모상,

김통령 오용전 양운학(제주도의회

미디어팀장)씨 빙모상 ▷일포=10월

31일(목) ▷발인일시 및 장소=11월

1일(금) 오전 7시 서귀포의료원 장

례식장 ▷장지=하예동공동묘지 ▷연

락처=나용우(010-3696-6982) 나현

우(010-3649-8373) 나석우(010-

3698-9033) 나영우(010-9185-

7616) 나선자(010-7620-6766) 박

영배(010-9990-4844) 오용전(010-

2868-6929) 양운학(010-9898-

7945) 나경환(010-3690-0046)

▶윤승주(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

별자치도지회 前 회장)씨 별세, 조영

훈(제일조영훈법무사)씨 부인상, 조

무결 수안씨 모친상 ▷일포=10월 31

일(목) ▷발인일시 및 장소=11월1일

(금)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3분향

실 ▷장지=양지공원→조수리 선영

▷연락처=조영훈(010-3698-6487),

조무결(010-5121-6487) 조수안

(010-9957-6487)

▶현만옥씨 별세, 고매월씨 남편상,

현길호(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

관) 달호 정호(코레일 근무) 동호

영희 영미 영선(KT 근무) 영란씨 부

친상, 오영한(제주도청 여성권익정책

팀장) 양봉심 정미선씨 시부상, 양상

길 신봉주 최영태(KT 근무) 김용인

(삼양사 부장)씨 빙부상 ▷일포=10

월 31일(목) ▷발인일시 및 장소=11

월 1일(금) 오전 7시 남원의례회관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26) ▷장

지=한남리 선영 ▷연락처=현길호

(010-3075-1095) 현달호(010-2880

-3949) 현정호(010-3076-0720) 현

동호(010- 9512- 2969)

▶김효순씨 별세, 김용남(前 중등교

사) 시남(부산여대 교수) 신자씨 모

친상, 양윤실(효순상회 대표) 김향선

(前 초등교사)씨 시모상 ▷일포=11

월 2일(토) ▷발인일시 및 장소=11

월 3일(일)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3

분향실 ▷장지=양지공원 ▷연락처=

김용남(010-3699-7133) 김시남

(010-2925-3356) 양윤실(010-5722

-7133) 김향선(010-7387-5677)

▶김인봉씨 별세, (故)양태원 춘호씨

모친상, 김영이씨 시모상, 부규훈(前

애월읍 수산리 이장)씨 빙모상 ▷일

포=11월 2일(토) ▷발인일시 및 장

소=11월 3일(일) 오전 7시 30분 하

귀농협장례식장 101호 분향실 ▷장

지=애월읍 고성리 선영 ▷연락처=부

규훈(010-3693-4442) 양재표(010-

4176-6366)

▶2019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8일(금)~11월 12일(화) 오전 10시~

오후 5시(야간개장 11월 8일(금)~

11월 10일(일) 오전 10시~ 오후 8

시)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

원 ▷내용=제주감귤홍보관 감귤컨

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감귤원돌

담길투어 농기자재전시장 우수감귤

품평회 예쑬황가제 감귤푸드존 금

물과원퍼포먼스 등 ▷행사문의=제

주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710-3091

~3097)

▶2019 제주 외국어 체험 축제 ▷일

시=10월 31일(목) ▷장소=누웨모루

거리 일원 ▷주요행사=초청공연 외

국어 퀴즈 외국어 및 세계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주최=제주특별자치

도 인재개발원 ▷문의=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710-7444)

▶제주 성읍마을 성읍무형문화재전수

관 전통체험 교육수강생 모집 ▷교육

기간=11월 2일(토)~12월 25일(수)

▷모집기간=11월 1일(금)까지 ▷모집

방법=인터넷(www.jeju.go.kr/

seongeup/index.htm) 전화(제주

성읍마을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710-

6796)

1번 문제

① 17500원 ② 69500원 ③ 38000원

2번 문제

- ①, ③, ⑦, ⑨

3번 문제

-무료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

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가

족상담, 치매노인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지원, 치매환자 쉼터 운영

부고

화촉란유료입니다

문의 750 - 2828 /FAX 752 - 7448

732 - 5552 /FAX 732 - 5559
알림

치매예방주간학습지 정답

사람과 사람2019년 11월 1일 금요일14

신흥1리마을회(이장 김윤천)는 지난 30일 남원읍사무소를

방문해 9월 열린 칠십리축제 경연에서 우수상을 수상받은

상금 3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서귀포시재향군인회(회장 현종우)는 최근 지역내 국가

유공자 2가구에 대해 도배와 장판 교체, LED등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에 위치한 북부 분관에서 구좌

조천읍 지역내 재가장애인 및 가족, 유관기관장, 자원봉

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20주년 기념 분

관 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노래 댄스 마술공연 및 노래자랑, 미니할인장터,

먹거리코너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익아동복지센터(시설장 허철훈)는 지난 30일 직원 20

여명과 함께 제주시 삼화지구 일대에서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를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30일 제주중앙고 보건실에서

제주중앙고 축구부 선수 등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도핑방

지, 약물 및 알코올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애월고등학교(교장 김형준) 미술과는 11월 2~8일 제주

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제주 최초의 미술 특수목적과 2

기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인 제3회 창송미전을 열고 유

화, 수묵화, 영상, 디자인, 일러스트, 조소 등 전공별 개

인 작품 35점, 매체미술 작품 30점, 야외스케치 작품 20

점 등 총 85점을 선보인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부

터 개최된다.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양방규)는

지난 30일 신제주 일대에서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

구)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입동주민센터는 최근 김

추자 위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70여분과

함께 공연장, 에코랜드 등에서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성공대

학이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갖는다. 제주

시(시장 고희범)와 농협 제주시지부(지부장 부남기)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019년 농업성공대학(원) 은

지난 29일 조천농협 수료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지역내 10개 지역농협에서 차례로 수료식을 가질 예정

이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박양호)은 31일 도내 시설공사 계약

공사관리 담당자, 건설 및 감리업체 현장 실무진을 대상으

로 시설공사 마스터플랜 수립 길라잡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성배)는 지난 29~30일

제주시 도남동과 아라동 일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

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절차 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임정우)는 31일 2019

년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로 서귀동 소재

스타벅스 제주 서귀포점(대표 송데이비드호섭)을 선정하

고 공표식을 가졌다.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

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