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6 >

학습지 정답은 한라일보 13면 알림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 1.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정답을 적어보세요.

문제 2. 다음 미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통과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에 해당하는 숫자는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문제 3. 왼쪽 면과 서로 대칭이 되도록 오른쪽 면을 색칠해 보세요.

한라일보 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동정

사람과 사람2020년 3월 25일 수요일1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강승오 성산읍장 지난 23일 팀장회

의를 개최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실천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당부.

제주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코

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

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대 패

션의류학과(학과장 이은주) 학생들은 최

근 도내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마스

크를 제작, 배포했다.

패션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인 이상

희씨와 학부 4학년생인 권서현 이윤지씨

는 이번에 제주 전통 감물 원단으로 입체

형 마스크를 제작해 제주특별자치도 코

로나19 대응본부에 200개를 전달했다.

학생들이 전달한 마스크는 필터를 교환

해 쓰거나 필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번 작업

을 했다 며 제주 감물의 효능이 빛을 발

휘했으면 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

려하며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TBN 제주교통방송의 토 일요일 프로그

램인 차차차 를 진행하는 가수 도현아

(사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그린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하나되어 란 이름을 단 이번 앨범은

힘들고 지칠 때 음악으로 위로받고 이겨

내자는 의미를 실은 노래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앨범이 나온 이후 팬이 올린

영상에 응원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곳

곳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 119 구급대원,

간호 장교, 공무원 등이 등장한다.

도현아는 라디오방송을

진행할 때 청취자들이 보

내온 문자를 보면서 코로

나19 사태로 국민들이 얼

마나 힘들어하는지 느낀

다 며 부족한 힘이나마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

아 음악을 만들었다 고 했다. 일일연속극

정때문에 등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며 대

중들에게 알려진 도현아는 팔색조의 목소

리 를 지닌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고 있다.

제주축협(조합장 강승호)은 지난 19일

제주시청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전

달했다. 또한 입주 점포에 대해 3개월간

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동녘도서관(관장 현관주) 글따슴독서회장

을 지낸 한미화(사진) 씨가 수필가에 등

단했다. 한 씨는 작품 내 삶을 응원해 로

2020년 상반기 계간 스토리문학 수필 부

문에 선정되며 수필가의 길을 걷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에는 나이의

속도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시작해도 괜찮

다는 메시지가 과장 없이 담담하게 드러난다 고 평했다.

한 씨는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한 맛을 내는 글을 쓰고

싶다 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 안덕 남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고상범 오미

해)는 지난 22일 지역 내 관광 경로시설, 취약계층 주거

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용담1동 방역활동 참여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25일 용담1동연합청년회가 주관하는 코

로나19 차단을 위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방역활동에 참여할 예정.

코로나19로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더럭초등학교(교장

김금희) 교사들이 지난 23일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 교과

서와 놀이 물품, 도서 등을 전달하며 상담활동을 진행했다.

제주에서 오페라로, 연극으로 만들어졌던

낯익은 이야기가 이번엔 소설로 그려졌

다. 제주 한철용(사진) 작가의 첫 장편소

설 사랑의 영웅들: 탐라 의녀 홍윤애와

유배 선비 조정철 (팔복원 출판사)이다.

소설은 1777년 제주로 유배됐던 조정

철과 제주 여인 홍윤애 사이에 벌어진 실

제 사연을 모티프로 했다. 홍윤애는 사랑

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

졌던 인물이다. 한 작가는 불멸의 연인,

의녀 홍윤애 , 열녀 홍윤애전 , 정헌영

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등 기존 자

료를 참고해 조정철과 홍윤애의 처절하고

슬픈 사랑이야기를 일부

픽션을 더해 소설에 담아

냈다. 특히 그는 훗날 제

주목사로 부임하는 조정

철이 제주 유배 기간에 썼

다는 400편의 시를 소설

로 재구성했고 당시의 비

참한 유배 실상, 제주의 풍습을 작품에 묘

사해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한 작가는 지난해

엔 수기형 소설 유기견 진순이와 장군

주인 을 출간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진실은 하나 도 냈다.

1) 블록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2) 블록을 앞에서 보았을 때 어떤 모양인

지 그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