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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고민수(前 제주시장)씨 별세, 김난실
씨 남편상, 고길림(前 제주시부시장, 세
계유산본부장)·송림(前 제주은행지점장)
씨 부친상, 이명숙·강성숙씨 시부상, 고민
립씨 형님상 △일포=9월 2일(금) △발인일
시 및 장소=9월 3일(토) 오전 7시 부민장례
식장 3빈소 △장지=양지공원→조천읍 와흘
선영 △연락처=고길림(010-3166-8003), 고
송림(010-3169-8400), 이명숙(010-36997716), 강성숙(010-989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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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상장기업 육성 위한 온라인 수요조사 △
신청기간=2022년 9월 8일(목)까지 △신청대상
=증권시장 상장 준비 또는 희망하는 도내 기업
△신청경로=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
투자’→‘기업지원’→‘상장준비기업 신청’ △신청
방법=팩스(064-710-2549) 또는 메일(lee127@
korea.kr), 경제정책과 710-2482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안내 △보
상대상=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보상
금액=사망자·행방불명인=9000만원, 후유장
애인·수형인=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등급·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
한 금액 △청구대상=생존 희생자 또는 현행 민
법상 상속권자(희생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청구시기=2022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4·3위원회가 결정한 순서에 의거 신청) △문의
=제주120만덕콜센터 120,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710-8450·8942~6
▲‘도민 건강 등산 교실’ 도민교육 △모집기
간=9월 5~15일(11일간) 오전 9시~오후 6시 △
교육일시=9월 23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이
론 및 현장교육) △신청방법=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문의=사
회교육과 710-7435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
업 신청 △지원 대상=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료 지원사업(고용, 연금)에 참여하는 근로자 10
인 미만 기업 △지원 조건=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4대보험료 완납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80%, 근로자 1인
당 최대 6만원 지원 △신청 기간=연중 △신청
방법=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팩스(7104420) 신청 △문의=제주도 일자리과 710-3793,
3796
▲제주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무료 개
발 지원 △신청 기간=연중 △지원 대상=제주
시에 주소를 둔 특산품, 전통식품 및 농·수·축
산물 등 생산업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 환경이 취
약한 업체 △지원 내용=시각디자인(기업로고,
심볼, 브랜드), 제품 포장디자인(케이스 형태
등) 개발 후 디자인 샘플 및 데이터CD 교부 △
신청 방법=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방문 △문
의=제주시 경제일자리과 72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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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문화확산 토크콘서트

▲주관=제주특별자치도
▲주요내용
△양성평등 영상 상영 및 교육 관련 콘
텐츠 전시
△소통형 강연 진행(유튜브 생중계)
▲강연주제=한국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강연자=김누리 교수(중앙대 대학원

▲일시=9월 2일(금) 오후 5~7시
▲장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제주시 선덕로 23)
▲주최=(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 신화와 설화의 이해 수강생 모집

수 있음
▲모집기간=9월 4일까지
▲모집대상=제주도민(성인) 20명 이내
▲신청방법=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
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
▲대상확정=인터네서 접수 순
△2022년 9월 5일(월) 개별 문자안내

▲교육일시=9월 16일(금)
△이론교육=제주신화와 제주인의 삶(인
재개발원 1층 2강의실)
△현장교육=제주신화 및 민간신앙 성지
답사(장소미정 별도공지)
※ 교육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독일유럽학과)
▲사회자=권미란 아나운서(JIBS 제주
방송)
▲축하공연=수눌음돌봄공동체음악단
(꼬마영화단, 고민욱, 김태정)
▲참가비=무료(선착순 접수)
▲문의=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712-4942.

▲문의=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7107433.
▲유의사항
△점심은 구내식당 이용(4000원 자부
담), 현장답사는 대형버스 이용함 △모집
인원 80% 미만 미달 시에는 해당과정은
취소될 수 있음 △교육당일 취소자는 향
후 도민교육 신청에서 제일 후순위로 함.

ᬽ幅禉禹篕庵磹拝朩禹毁螹漹秕ᬽ
弥氍磹簅礕徵禹觝禉甩矹筅攩ᬽ拭擙廑
砋擙秪狱漹杵毱毁甽拹秕ᬽ蘎茉肝洀螡
狹氁砱祥幅攩甡硭攩ᬽ氭珕禁檡昉穉秕
甥幕禹磵獥禹攩ᬽ甩蕭擙恵穚狱甩异蠝
禁檡螹暕秕
ᬽ秝洀晡湮產禉炥殹廑弥缕拹秕ᬽ
膮禹蕪禹槁螹昉湄禑禉簅腡拹秕ᬽ恎螝
廑螝擙簅翡拲炉幅晁矁螡攩ᬽ炜拝幅擙
硍猆瑝瓺濅荵螹拹秕ᬽ廽珕螹簅恵祉螡
掽橪禉料螹漹秕ᬽ竐攩螝擙湝禖砕磚由
禉纉礑漹秕
ᬽ硭產徱异狱翩狱祉幅積檡拡攩ᬽ
攩怽肝擙幉獲濍绲幢禹晁矁螡攩ᬽ獶强
禹槁擙泮蚡幅珕砕秦衅簉攩ᬽ穚簆螡庵
槝檡甥櫵毁砀矹拹秕ᬽ瞥徕擙私朶恎濉
祉恵毁氣翵筁秕ᬽ彅由湠弥画矹簉禽砵
禉民拝漹秕
ᬽ桕攩殽獽弉秱渽毁幅穽漹秕ᬽ筁
砵禹瞉攑窵砵秊簅幅竆瞉簉攩ᬽ衉甩穆
禽弥湁禹湡泮禉秦瞉拽攩ᬽ浹庵礥斝纊
秉窵恍禉幅漁礑簉攩ᬽ秉浹碉瑝廮螡育
繱禉朩矹漹秕
ᬽ螡瑭濅荵拝硩擙珕攝禹湮浽螡攩
ᬽ拡绝螡濅茆昉氢幅朴螹矁螡攩ᬽ恵蓾
螝弥故廱螡昉礅禉湠瞉漹秕ᬽ戍禉蘁肥
瑝种擙穡瞍禉朩矹漹秕ᬽ瓱蝙昉簅礑簉
禹漉禽狱螹漹秕ᬽ秕窹由故廵砕獡湝朡
甡禹廭拹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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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螡愔沐禉拹弥炍秕毱毁纉礑筁秕
ᬽ木弥画斝珑產獥涁悑簅朩弥硭攩ᬽ秈
矹滉毵甡幉禉晝纃瞉碅矁螡攩ᬽ炉矹种
斝筁汽攍繭弥捝缕簉攩ᬽ沁穅氣擙氩檡
氍禑禉藽觍螝秕ᬽ码徹幅朢憈幞禅渽
珑幅怽橩簉攩
ᬽ拡幕螡猆袮砕昉矂珒禹磵獥禹攩
ᬽ秱罎濅毉砕昉杹绲禉螁礑漹秕ᬽ螹獡
擙瞍晥甩瑝湮由砕獡拝硭攩ᬽ矹悭捝矹
强濅磙恹觍眵砱簉攩ᬽ衚民螡瞉磵砋
攩簅衡毁炑橩硩秕ᬽ插改禽簅簉改禽簅
獥禉怽矹拹秕

ᬽ故浽湛禹绡毱碽檡礅彁股徱螝秕掉
猢猢幆禉抢拹弥蟎昞禁檡硳廭幅秕ᬽ田
簅瞏禅祥衾洀禹恹绞杵槁幅秕ᬽ珑湚螹
獡弥磹蟎漺禹螭愝螡攩ᬽ穆彁禝昞肭濍
᳙ᮥᴍ 藽螭禉幕瑝螝秕ᬽ袝猆穆禽珡睭砲甡珑
毱朩矹漹秕

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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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硋砕獡朡擙褍瑝螅秙民湠瞉拽攩
ᬽ幅擙穚硩擙穚昍昊螭禹料螹簉攩ᬽ湚
茅擙親濅绝橁秙楮恵故螹漹秕ᬽ湝紂簡
毱瓾毱拹私禉攩甡螝秕ᬽ濅狵蟍斝筅炉
绝禑禹晝矹幉攩ᬽ觝朥掽昞曩砕攱膩螭
禉潁瑝种攩
ᬽ砹穚穆禽狻绲翝恵湶禉簅腡漹秕
ᬽ秖禅衾栁橩攩幅芵衾禹濞矹簉攩ᬽ沁
狵漹擙砱祥忆恍螭禉繽瞉拹秕ᬽ瞥疭蟍
斝掽橪蛍幗昉洀湠擙攩ᬽ硩拝幅拝禽狱
恵裑幅晝矹筅攩ᬽ瞉禹幅瞉攍攩漹狹螑
禉滜矹拝秕
ᬽ拹拹蟍斝庶穚恵磵秉禉瞑瑝种攩
ᬽ廑禁毉禹蠍磮晡秕祥毁幅穽漹秕ᬽ
湚瑝檡氍浹毱浹磮改禹拭廭簉攩ᬽ祥臑
螡獥穉攭攭螭禹料螹簉攩ᬽ覙螝攩滉橩
拹油枊禉缕矁螡攩ᬽ瞍螝油蔵幅拡攩砹
由觍料螹漹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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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소식

ᬽ獡磹螝弥矁珒螡故攺禹朩橩硭攩
ᬽ湙槉廈禹砋擙衽狱毁摉橩漹秕ᬽ砵湁
禁檡甡秖狱槖禁檡禹矹簉攩ᬽ矁由繱弉
裒砕湖怽氁禹怽橩簉攩ᬽ漹弥湵磹异蠝
禹炠禉湡螹筅攩ᬽ甩氢瓩樱磹獶穆幆硩
毁攩甡螝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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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怽樹等泵槕攩珒猆螭禹拭廭簉攩
ᬽ砱樱幅簅漅瑝砕渽毱故炉螝秕ᬽ庵肭
砋擙簍筁泮蚡幅漹砱簉攩ᬽ故甥螝擙秕
毱湝簢湝簢炠拝簉攩ᬽ獡樱礥斝彁穚翙
矺禁檡漅螹簉攩ᬽ磚由禉等禹弥繭獥禁
檡昑瞉獡秕
ᬽ礕螝斝故攺恁由庶穚禹簅礑簉攩
ᬽ碚獶螡衽恵由猍檡礅砕昉穉螝秕ᬽ拴
獥窵螮砕昉禝毱檡涎缕漹秕ᬽ弥猢螡漹
槑簅幖禹朥朥螹簉攩ᬽ矹殽氕禹穚攺禹
祥幅砋矹矁螡攩ᬽ滉毌砋擙蟎昞昉枑檡
擙螉磙螝攩

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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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浹庵礥斝庽禑禅螡廵幅漁礑簉攩
ᬽ攱槁螝擙濅茆罍槁螭民料螹簉攩ᬽ枑
瞉攑衽狱瞍汾矹昉湵濅殹攩ᬽ昞濉獡筁
湙犡庽禑禉庽矹漹秕ᬽ拴獥秪珑砕獡睮
睮螭禉漹砱筁秕ᬽ翡策螡獶穆蚡秕槖禁
檡拭廭簉攩
ᬽ翚螝秙肝禝筁禽强禹晝矹漹秕ᬽ
礈禉瑝砋擙绝簅螡瑭民擝矹拡攩ᬽ瞉毉
攩磹民拭狱槖禁檡禹矹簉攩ᬽ瞥矹殽徱
濉砋禹湵礅禉绲螹漹秕ᬽ拳禅秕獽廽珕
穕瑝毁花廑螡攩ᬽ狱珑螡瓾濅昉湝朡甡
禹廭拹秕

ᬽ衾甡蟍斝恵故砲甡拝檡抢拝簉攩
ᬽ弥氍磹昉礅禹恎螡濍禉愁筅攩ᬽ狻禉
湙戅瑝种擙恵裑幅秦衅簉攩ᬽ炉祉氣翙
擙庵槝放砵觍螹矁螡攩ᬽ泭簉甡簖狹禹
秊瑥禉涁矹漹秕ᬽ甡苩簅瞏瞉昉珙獥瑝
滙瞣秪獡秕

ᬽ忆恍蟍斝瞍濅湝幅礅禉穉螹筅攩
ᬽ螡廵幞禅瓺彅禉簅苩弥瞉愹拹秕ᬽ蛒
獶螡廵甩民獢戁禹濅橂簅瞏攩ᬽ幚螹簅
恵祉螡掽橪禉料螹漹秕ᬽ濉泊螡庵積檡
᳙ᮥᴍ 纊秉禉螁螹幅秕ᬽ桖桖螝攩秕民拝浹砕
獡柭矹簉攩

ᬽ簅腡硩斝弥簖民獽毁濍樱拽攩ᬽ
摍查獡秥朩枑悑簅親砕耭螹漹秕ᬽ茆礙
螡珡睭檡异稆砕獡禹廭拹秕ᬽ恁庵砋擙
秕甥幕猆绝毁悏廑螡攩ᬽ硩甲漹湶漹攩
绝禑禉簅腡拹秕ᬽ竊裦浹簉袡矂氎拹蔵
毁滜矹拡攩

ᬽ甡幉秱罎砋禹恵攩氁禉料螹漹秕
ᬽ强簡禽穆禹砋擙瑝弥砕拝獡漹秕ᬽ獥
涁幞禅禽砵彁拹私禉怽橩漹秕ᬽ瓱蝙昉
恵犭昉珒禁檡螹矁螡攩ᬽ炜拝幉翮獶由
礕氢禉朩矹矁螡攩ᬽ甶廆廑螝擙插改濉
祉恵民螹股攩

ᬽ民窶瓩樱磹蚡穚恵濉禹拥瞉幉攩
ᬽ廾肝擙异狱摍涁悑簅漹砱簉攩ᬽ爑朴
螭幅磹斵瑞穡幅拭廭簉攩ᬽ朥朥螡荵穉
砕獡戍禉民朩矹幅秕ᬽ氎策螡砲螥弉恎
秪禹攱槁簉攩
ᬽ漅螡庹拝禹攩绲翝憈禉螁礑漹秕
ᬽ恵裑攩画矹昉弥湁禉料螹漹秕ᬽ沐
种攩秝螡攩怾繱禉朩矹漹秕ᬽ田攩螝擙
庵積渽橭砋禹昑瞉獡秕ᬽ田禅珑毱朩矹
昉礈禑禉漹砱筁秕ᬽ纊秂擙珑毱檡濅窶
螭禉纉礑幅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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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幅禉按猍蟪恐螡拝朩禹毁螹漹秕
ᬽ股徱狱禹砱昉强彁狱毁徱濉螝秕ᬽ民
民螝攩画矹昉湮由禅恍涁禹攩ᬽ码氍拝
竐禅簅秨故檡秱矹漹秕ᬽ氍挪觝朩砍斝
弥炉幅簅拝幉攩ᬽ徵恵朥甥漖绝橁恹秪
禉窵砱拹秕
ᬽ幅秪禹槁擙珑策螭禉簅腡拹秕ᬽ
怽橌攩螝擙珑浽螡怅檡覝橩拹秕ᬽ拝獩
枑幅瞉攍油曼簕穽矁螡攩ᬽ湚茅擙親濅
绝橁獩橝禹料螹簉攩ᬽ秥甡蟍斝祉恵浹
磮改禹晝矹筅攩ᬽ攭攭蟍斝廵由砕碉獶
禹漹砱簉攩

  ■ 제주시 시정 소식

ᰇ᠀ᱬᰵ᳚ᴐᴐ᳅ᴐ ᮡᴏᳰ Ⲕ چ
우당도서관 ‘9월 독서의 달’

기 △제주시민 추천 릴레이북콘서트 △새
로운 시대, 독서를 통한 자기 이해와 마음
돌봄을 주제로 한 전시 등
▲신청기간=8월 25일부터
▲신청방법
△각 프로그램별로 ‘책 섬, 제주’ 홈페이
지(http://woodang.jejusi.go.kr)→프로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음악 △궁금한
경제교실 △모여라 얘들아~ 함께 노는 전
래놀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의 색 △마
법전사 매직킹 공연 △모다드렁 책방이야

그램→프로그램 사전 신청
※ 제주독서대전
△주제=‘다시 찾는 일상 책’
△기간=9월 30일~10월 2일
△내용=독서포럼, 북콘서트, 공연, 북페
어,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문의=우당도서관 728-8347.

ᶌ

᭴

제주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는 콘서트 ‘안녕! 제주바다’
△‘함덕비치 고고나이트’ 등 참여형 공연
등
▲축제내용
△전국인라인하키대회(9월 3~4일) △전
국철인3종경기대회(9월 18일) △전국바다
낚시대회(10월 9일) △다양한 해양 레저스

2022 제주레저힐링축제
▲기간=9월 2일~10월 15일
▲개막행사=9월 3일 함덕해수욕장
△공감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하

포츠 체험(9월 2~4일) 등
▲폐막행사=10월 15일 새별오름
△새별오름의 가을 감성을 돋보이게 할
뮤지컬 갈라쇼
△오름콘서트 ‘새별이 빛나는 밤에' 등
▲문의=제주시 관광진흥과(☎72 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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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螉磙蟍斝昉礅禹矂珒绝橁碅筅攩
ᬽ濍瞍蟍斝秊簅穡秕毱毁纃瞉幉攩ᬽ纊
砕砋擙强濅昉砹由觍螹矁螡攩ᬽ袁秕民
禝秕槖珒禁檡螹矁螡攩ᬽ矁湚螡蘎幅砕
湝獶濅荵螹漹秕ᬽ硍犝廑螝擙氕檡穕瑝
毁砀矹拹秕
ᬽ由幆蟍斝蚡穚禅禹拹袝螹簉攩ᬽ
矽穡槁昉弥氍磹濅毉砕拝獡漹秕ᬽ螹湙
槁恵狱槖故攺窵繭洀木擙攩ᬽ禹漉禽狱
擙睮睮螝廑螹矁螡攩ᬽ绰摍砕湝螹簅擙
民拭禉幅穽漹秕ᬽ枊民漹弥攩攍斝幅拡
禉滜矹拡攩

ᦽ

ᱦ

ᬽ螁螥瑝砋禁油篕庵礅禉纃瞉拹秕
ᬽ怅螝弥蓾漉螡珕攝氣禹螹漹秕ᬽ濍毱
蟍斝瓾濅湝穉禹漹砱簉攩ᬽ珑策螡瑡幉
禉翙矺禁檡拭廭漹秕ᬽ衅繭擙茅湚砕昉
弥簖禉簅腡拹秕ᬽ獽猆砕穉濅幞禅恵犭
砕炥穽漹秕
ᬽ穚廭磹滜朩浺禅裑蘱毁蛅矹拹秕
ᬽ湝湚秕擕毱廑廑禁毉禉螁礑漹秕ᬽ庵
瓱毱擙幉獲穚攺秉禉瞑瞉拹秕ᬽ洀渽肝
擙恵故湮蟪穉袝螹漹秕ᬽ曩砕獡漹擙覎
湡砋禹藁穽幉攩ᬽ秕筁螝擙甩瑝裑罍毱
毁氣獡漹秕

ᬽ朥朥螡簅礕徵禹觝禉甩矹筅攩ᬽ
砋斝漖昉庽毱擙濅茆禹朩橩硭攩ᬽ狹簢
獡磹螹昉繭獥禉幅穽硩秕ᬽ瞉毉攩磹猆
猆禹衉甩禹晝矹筅攩ᬽ渽礑昉攩甡螡滍
蛍禁檡瞍瞉筁秕ᬽ穅民肝瞣獡幅擙磚由
禉秦瞉拹秕

ᬽ矹悭翩斮甩斮甩秙肝毁滑橩漹秕
ᬽ徱甡故湮產穆怾穆禁檡漅螹簅秕ᬽ怽
氁幞禅蘎袙甥獥揅禑螹漹秕ᬽ股徱砋擙
碽檡礅螡瑭民擝矹拡攩ᬽ瞉浹故幅砋擙
᳙ᮥᴍ 滥蛇禉幅穽漹秕ᬽ攺攺蟍斝硩螹沁穅珕
禉秦瞉筁秕

ᬽ禹恽瑝种攩蕕攭湵蘱毁花廑螝秕
ᬽ擫秪濅毱擙故绝珕螹幅湵幅晡攩ᬽ芵
珑毱衽矽秪改湡泮禹秦衅簉攩ᬽ葱湚螹
漹砱昉簉由民漹砱筁秕ᬽ漹窵砲螥檡筁
禽强禉炠拹筁秕ᬽ膮禹蕪禹槁螝擙庵簘
禹攩幅獥攩

ᬽ矹橺簅民濍藽螭禅砋矹矁螡攩ᬽ
摉徵幅禝禖礕禹恵裑幅晝矹筅攩ᬽ湖绡
砋擙秪狱檡濅秕幅晝矹漹秕ᬽ獨濅殽硍
聦绹油禉徱廭矁螡攩ᬽ徵弉私螞禁楽獶
穆蚡毁湠瞉拹秕ᬽ狱珑螡濅筁禝幅故獽
毁怽殹股攩

ᬽ狱翝恵砵瞥甡積幅瓹砕朩查幉攩
ᬽ廎砕碽矖漹攩珒拹毁瞑瞉漹秕ᬽ暕珕
泭禅恵昉恵穆禉濍樱拽攩ᬽ摍涁禹沁穅
硩擙獥涁禉湠瞉漹秕ᬽ浹泭螡磮恵炉畁
幗禉肝樱矁螡攩
ᬽ藽觍幅秕祥衾泭殽绞螹矁螡攩ᬽ
矹橺弥觝朩矹昉蘱恵擙恍涁禹攩ᬽ禹礈
狱网异狱砕斮攱瞉湙炥簉攩ᬽ蟎漺螹簅
恵祉螡掽橪禉料螹漹秕ᬽ湩禹悏矹穽矁
礕螝擙庽砀擙攩ᬽ恽矹簅斝濅簉氍肭蚡
毁繒矹拹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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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渽珑憈螁矹簅擙珑產禉朩矹漹秕
ᬽ强廮穆禽葱秕幅拹私禉狹繑磹攩ᬽ码
氍拝秝螝拝甡蠝故砕硱槁漹秕ᬽ穚螹簉
泮蚡瞣民漹弥攱橩幅秕ᬽ眵槁毵砲异獶
秪秉禉瞑瞉拹秕ᬽ砉簅绞硱橩簅擙育繱
禉朩矹漹秕
ᬽ幕狱禝蚡甡畍簘昍禉砹矹漹秕ᬽ
獶强穆禽庵槝昉秪禹繒衅簉攩ᬽ弥攭蟍
斝筅炉幅獽猆砕瞑橩簉攩ᬽ泭朥廑甡恵
猆窵曼穉禉簅腡漹秕ᬽ氖弥瑡瑝蟍斝罍
由禁檡昑瞉幅秕ᬽ禹檥彁衉甩禝繭禹穕
禉瞑瞉拹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