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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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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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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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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99-

7716), 강성숙(010-9898-5723).

부 음

  ■ 제주시 시정 소식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음악 △궁금한 

경제교실 △모여라 얘들아~ 함께 노는 전

래놀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의 색 △마

법전사 매직킹 공연 △모다드렁 책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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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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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9월 2일~10월 15일

▲개막행사=9월 3일 함덕해수욕장

△공감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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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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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2753)

우당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제주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2022 제주레저힐링축제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소식

▲일시=9월 2일(금) 오후 5~7시

▲장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제주시 선덕로 23)

▲주최=(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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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유럽학과)

▲사회자=권미란 아나운서(JIBS 제주

방송)

▲축하공연=수눌음돌봄공동체음악단

(꼬마영화단, 고민욱, 김태정)

▲참가비=무료(선착순 접수)

▲문의=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712-4942.

▲교육일시=9월 16일(금)

△이론교육=제주신화와 제주인의 삶(인

재개발원 1층 2강의실)

△현장교육=제주신화 및 민간신앙 성지

답사(장소미정 별도공지)

※ 교육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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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710-

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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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문화확산 토크콘서트

제주 신화와 설화의 이해 수강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