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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 정오(책임저자

박영규 교수)교수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2014 대한국제위암주간(KING CA

Week 2014) 국제학술대회에서우수연구자

상과우수논문발표상을동시에수상했다

우수 연구자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국제

논문을발간한연구자에게수여하는상으로

정오교수는작년에이어 2년연속본상을수

상하게됐다

위장관외과 박영규 교

수 연구팀은 이번 학회에

서 위절제환자에서예방

적항생제수술중단독사

용의 수술 후 감염예방 효

과(1저자정오교수 책임

저자 박영규 교수 공동저

자정미란류성엽교수)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외에

박영규 교수팀은 이번 학회에서 7개의 다양

한연구결과를발표해학회의주목을받기도

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 진단검사의학

과분자진단학검사실이한국유전자검사평가

원에서시행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정확도

평가결과에A등급을획득했다

유전자검사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유전자

검사정확도평가사업을시행하고있는한국

유전자검사평가원은 병원별 현장실사와 외

부정도관리 결과를 합산해 평가등급을 매겼

다

한국유전자평가원은정부로부터유전자검

시기관에대한정확도평가임무를부여받아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

전자검사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혼란을사전에 방

지하기 위한 유전자검시

기관 질(質) 평가 기구이

다

조선대병원은 유전자검

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

준의 전문의와 최첨단 장비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의료발전

에기여하고있다 채희종기자 chae@

▲장종순(자영업)최영숙씨 장남 원준

군오일록(해남군해남읍재무담당)김미

라씨 차녀 정연양6월 1일(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샤이닝스톤 모닝컨벤션

027840000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황명성) 열린

음악회6월 3일(화) 오후 7시 송원대학

교학생회관대강당 0623847447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정신건강상담

서비스무료제공및만성정신질환자에대

한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제공 062

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

화운영아동학대는아동의건강한발달

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도록여러분

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

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

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열린마

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무료상담

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

연 약물 도박 인터넷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

담 입양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입

양가족자조모임운영062222934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상담지역 주민 누구나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

린마음상담센터 0625263370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

료출장상담다중채무개인회생및파

산안내사업자및개인채권서류검토작

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

6392458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

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등타인의도움이없이일상생

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방문하여가사지원및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어려운노인을대상으로가사및

활동지원등의서비스를요양보호사가가

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

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우산동덕성이발관 062524

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

시봉선동연아볼링장건물 1층 062651

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꽃꽂

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

5000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

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

6177713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

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

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초

중고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

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

로 3분 01034231567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징꽹과리 북함께하실

장애인(손이자유로우신분)악기후원받

음 0624318025 01096760828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

체육회방문및홈페이지(wwwgjsador

kr) 전화상담후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

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

5277295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종이공

예독서모임성교육스터디강사 생활체

육배드민턴회원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자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

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

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박정례씨 별세 최종관석호씨 모친

상발인 28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대한민국 커피농업인 1호가 돼서 커피도

시 고흥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

는커피나무를잘관리해서가장신선하고맛

있는커피를마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고흥군 과역면 커피마을 주동일(57) 대표

는 3305(1000여평) 면적에서 커피농사에

도전하고있다브라질과베트남등원두생산

으로유명한국가들은적도부근에위치해온

화한기후인반면사계절이뚜렷한우리나라

는지금까지커피농사가어렵다고알려져있

었다겨울을나기위해선보일러를가동해야

만하고 비닐하우스안에서는대량생산이힘

들기 때문이다 주위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지난 2012년고흥에터를잡고커피농사를시

작한 주 대표는 17년간 딸기와 쌈채소 등 유

기농농산물을 재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

농사성공을자신하고있었다

유기농 농산물이란 단어도 낯설던 시절

건강과먹거리에대한관심이늘어날것을확

신하고 시작했습니다 유기농은 일반농산물

보다생산과정이훨씬까다롭지만그만큼인

간에게유익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생산하

는게힘들지만언젠가는소비자들이알아줄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어떻게

재배해서어디에판매해야할지막막하기때

문에대규모로커피농사를짓는이들이거의

없습니다 커피농사가낯선분야지만 20여년

농사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

니다

고흥에터전을잡고커피농사를시작한지

3년얼마전직접키운커피나무에서수확한

원두로처음커피를만들어마셨다는그는만

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을 위해 지

난 2년간 커피나무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컨

테이너박스를설치해생활하며밤낮으로정

성을 다했다 부인과 자녀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에 낯선 분야를 도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에게 커피나무는 농

사그이상의의미를가진것이다

농사를 지으며 건강한 땀방울을 흘리던

제게암이라는시련이찾아오자많은것이달

라졌습니다 가족들의 정성으로 투병생활을

딛고다시일어섰지만이미쇠약해진몸으로

과거와같은일상을되찾기는힘들었습니다

건강을해치지않는한도내에서저와아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남들이 하

지않는뭔가특별한것을해야겠다는결심했

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커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농사의 가능성을 의심하

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할 수 있다는 것을

꼭증명해보이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커피 도시 고흥을만들고싶다

주동일 커피마을 대표

20년 농사 경력바탕으로

3년전부터대량 재배도전

최근원두수확 만감 교차

호남대공자학원(원장이정식)은최근왕헌민주광주중국총영사가참

석한 가운데 정원주(오른쪽) 중흥건설 대표이사와 하용운(왼쪽) 놀

TV대표이사를한중문화교류자문위원으로위촉했다 호남대제공

호남대공자학원 문화교류자문위원 위촉

숭의중학교(교장김해숙) 봉사동아리 미라클(MIRACLE)회원 22

명은 지난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인애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숭의중제공

숭의중 미라클 인애복지관서봉사활동

중국옌타이개발구의장원칭투자촉진국장과유영봄엔타이상공

회의소회장일행이최근남부대학교를방문 조성수 총장과환담

하고간호학과실습실등을둘러봤다 남부대제공

중국방문단 남부대시설견학

서영대학교(총장 김정수) 사회봉사단은 최근 담양군 담양읍 용욱

노인전문요양원을찾아 사랑의나눔 봉사활동을펼쳤다

서영대제공

서영대사회봉사단 용욱요양원찾아

동창회

알림 모집

부음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허정)는최

근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모

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용봉인 영예대상 2014년도 수상자로

정석종 전전남대총장을수상자로 선정

했다

정석종 전 총장은 1963년 전남대 물리

학과를졸업하고전남대대학원석사 동

국대 물리학과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전남대에서

참된 교육인으로서 후배 양성에 진력을

다해왔고 2000년에 전남대제16대총장

으로 취임해 학내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교육환경

을조성하기위해부단

히노력했다

또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전남대 총

동창회수석부회장 상

임이사를 역임하면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

다

시상식은 오는 6월 3일 오후 4시30분

전남대 개교 62주년 기념식이 개최되는

전남대학교용지관에서갖는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광주소방학교 조영삼 소방장이 최근 중앙

소방학교에서열린 제19회 소방공무원교육

훈련경연대회에서 강의분야우수상을수상

했다 광주소방학교는 지난해 경연대회에서

도최우수상을수상 2년연속입상하며실력

을입증했다

우수상을수상한조영삼소방장은 수상구

조 기초부터 차근차근이

라는 강의 주제로 강의 전

개 방법과 강의 기술 부문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

수상인 안전행정부 장관상

을수상했다

경연대회는 소방교육훈

련기관 소속 교수의 교육

훈련기법을 개발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

역량강화를위한자리로 전국시도소방학

교교수 11명이참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정경채광주동부경찰서장

내방

광주소방학교조영삼소방장

교육훈련경연 우수 강의상

올 용봉인영예대상에 정석종전전남대총장
조선대병원 2013년도 유전자검사정확도 A등급

화순전남대병원정오교수 우수 연구자상논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