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7일 수요일 9사람들

알림

▲울주군 신년인사회= 7일(수) 오전 11

시 UNIST 본관 4층 경동홀.

▲중울산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7일

(수) 오후 2시 중구청 웨딩홀.

▲동울산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9일

(금) 오전 11시 동구청 2층 대강당.

마더스병원 성금   6일 마더스병원 김진성 병원장이 울산사회복지공

동모금회(회장 김상만)에 이웃돕기 성금 154만원을 전달했다. 

LG하우시스 성금   LG하우시스 울산공장(주재임원 박귀봉) 임직원

들이 6일 이웃돕기 성금 1천159만8천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

탁했다.

구강서원 성금   구강서원 엄주환 이사장(왼쪽 2번째)은 6일 중구청

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벨리댄스연합회 성금   울산벨리댄스연합회 용예진 회장 및

임원진이 6일 남구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전달한 뒤 서동

욱 남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십자 특별회비   6일 동구청 중강당에서 열린 적십자봉사회 동구지

구협의회 2015년 정기총회에서 서귀련 동구지구협의회 회장이 100만원,

방어진농협적십자봉사회(회장 박상동)가 300만원, 오션뷰호텔 장회종 대

표이사가 100만원의 적십자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회

장 김명규)에 전달했다(위에서부터).

고등학교 입학배정 기준번호 추첨식   6일 울산시교육청 선진학습실에서 열린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배정 기준번호 추첨식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생(수석학생), 학부모, 학교장 대표와 기준번호 추첨을 한 뒤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이장협의회   6일 울주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주군이장협의회(회장 손진근) 1월 정례회의에서 신장열

울주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구문화원 신년인사회   6일 남구문화원 전시장(갤러리-숲)에서 열린 2015년 남구문화원(원장 김호언) 신

년인사회에서 서동욱 남구청장, 안수일 남구의회의장, 이채익 국회의원 및 내빈들이 축하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중구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중구청은 6

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박성민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달동 겨울 특강 어린이 역사교실   남구 달동 주민

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지홍)는 6일 달동 문화교실에서 지

역내 거주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겨울방학특

강 “보고 듣고 만들면서 배우는 역사교실”을 개강했다.

NH농협 사랑나눔봉사단 사회공헌상 대상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NH울산농협사랑나눔봉사단은

6일 2014 NH농협금융 사회공헌상 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화촉

▲성명환(부산은행 부행장)·노경숙씨의

장남 문혁군, 유득·장형숙씨의 장녀 자윤

양= 17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운대그

랜드호텔 6층 에메랄드홀.

▲김정태(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지양

선씨의 장남 동록군, 이시영·강정숙씨의

장녀 진아양= 17일(토) 오후 2시 울산

MBC컨벤션 1층 펠리시타홀.

본사 방문

김재철

울산 농협본부장

남부소방서 사랑나눔 봉사   울산남부소방서(서장 김상권)는 6일

남구 처용로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 ARS 060-700-1123 (1통화당 2000원 성금 적립) 

▲LG하우시스 울산공장 직원 1천159만

8천원 ▲마더스병원 직원 154만원 ▲울

산벨리댄스연합회 100만원 ▲천상잔디

유치원 교직원 및 원아 76만7천150원 ▲

구영동문햇살작은도서관 53만2천910원

▲한국가요강사협회 35만9천400원 ▲신

정4동 통기타반 2만원 ▲도레미 색소폰

스튜디오 김교환 대표 15만원 ▲야음중학

교 이종혁 13만8천600원 ▲윤정섭 10만

원 ▲유영선 10만원

·모금기간 : 2014년 11월 20일~2015년 1월 31일

·모금주소 : 울산시 남구 월평로 68 우양빌딩 5층

· 

누적합계= 33억6천467만3천160원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울산폴리텍대학은 6일 일학습병행제 듀얼

공동훈련센터에 신규로 선정된 (주)유시스(대

표 이일우)와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산학교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듀얼공동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이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훈련(OJT)를 실시하

고, 울산캠퍼스에서는 현장 외 훈련(Off-JT)

을 실시하는 제도다.

울산폴리텍대학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선정돼 지역 기업의 일

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 현재까지 모두 55개 지역 기업

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고, 학습근로

자는 427명이다.

박광일 학장은 “일학습병행제는 청년 취업

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폴리텍대학은 한국식 도

제교육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은 기자

울산폴리텍대학과 ㈜유시스가 6일 일학습병행제 추진을 위한 산학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회장 김명규)는 6일

동구청 중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동구지

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권명호 동구청장을 울

산적십자사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
중구청은 지난 5일 오후 상황실에서 박성민 구

청장과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권명호 동구청장이 울산적십자사 명예

회장에 추대됐다.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회장 김

명규)는 6일 오전 구청 5층 중강당에서 열

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 김

석기 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 지사회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권 청장을 울산적십자사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권명호 청장은 “인류가 있는 곳엔 고통

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엔 적십자가 있다

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폴리텍대학, 한국식 도제교육 메카 될 것”
울산폴리텍대학-(주) 유시스

일학습병행제 산학교류 협약

울산시 북구는 6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구정 발전을 기원하

고, 지역내 단체들이 올 한해 단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

김기현 울산시장, 이수선 북구의회 의장 및 시,구

의원, 지역 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 및 자생단체장

들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구미현 기자

팔각회 시무식   대한민국팔각회 울산광역시지구(총재 최성덕)는 6일 전 총재와 지구임원, 단위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회관에서 2015년 시무식과 기원제를 열고

이어 현충탑을 참배했다. 

북구 신년인사회… 힘찬 새출발

권명호 동구청장 

울산적십자사 명예회장 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