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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을위한장난감대여및놀이공간제공 12

세미만아동은누구나이용가능 광주북

구오치2동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월요

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

률홈닥터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

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법률서비스지원월금오전 10시

오후 5시 0612851161

▲여성발전센터무료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사용할경우 0621366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

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무료 정신

건강상담및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

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

화하세요! 정신건강및자살위기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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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족자조모임운영 06222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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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

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

5277295

▲사랑모아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

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회원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월 34

회노인돌보미노인무료급식환경사수

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

3201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

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광주대풍수지리학수강생양택음

택 수맥 명당무료강의(책자무료제공) 8

월23(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

심관 7층 (707호) 문의 01036098117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회

원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

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

(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샘신

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

3006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회원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

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강좌(수신제

가치국평천하)수강생과목은 논어(論

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울안(국민 누구

나수강가능) 01036255433

▲김재운씨별세천상(김피부과원장)

미성진경선형(서울교육청)혜영(진도

교육청)씨 부친상발인 25일(금) 조선대

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

8902

▲김정순씨별세장영식진식영희남

희숙희현희씨 모친상발인 25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박의순씨별세태석은주정숙혜숙

씨 부친상발인 26일(토) 광주그린장례

식장 3층 01045276636

▲임영택씨 별세 채준하영하선씨 부

친상발인 25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광주지역 중견 산악인 김미곤(42한

국도로공사산악팀사진) 대장이 24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Broad Peak

8047m)를 등정했다 이로써 김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가운데

12개의 정상을 밟아 14좌 완등의 8부

능선을넘어섰다

2014꿈과도전의브로드피크원정대

에따르면김대장은이날오전 8시48분

(현지시각 한국시각 오후 12시48분) 샨

루셰르파와함께브로드피크정상에올

랐다김대장은전날밤 9시30분께마지

막캠프인제4캠프(7500m)를출발해 11

시간여만에등정에성공했다

원정대는 김 대장 일행은 양호한 컨

디션 속에 정상에 올랐으며 베이스캠프

를향해하산하고있다고밝혔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김대장은이번등반으로안나푸르

나(8091m)와 낭가파르밧(8125m) 2개

봉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5월18일에는

칸첸중가(8586m)봉 정상에 오른 바 있

어불과두달여만에 8000m급 2개봉을

등정한셈이다

지난 1998년 알프스 3대북벽등반후

히말라야거봉원정을시작한김대장은

지난 2000년 초오유를 시작으로 마칼루

(2001년) 가셔브룸(2006년) 다울라

기리(2009년) 마나슬루(2011년) K2

(2012년) 가셔브룸(2013년) 등을 차

례로 올랐다 특히 2007년에는 한국 최

초로 에베레스트(8848m)로체(8516m)

연속 등정에 성공해 철인(鐵人)이라는

별명을얻었다

김대장은내년봄시즌에안나푸르나

와낭가파르밧원정에나서 15년에걸친

14좌완등의대장정에마침표를찍을계

획이다 이번원정은한국도로공사와한

국도로공사노동조합블랙야크등이후

원했으며 원정대는 다음달 초 귀국할

예정이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

한브로드피크는세계제12위봉으로국

내에서는 1995년 7월 12일 광주일보가

후원한 빛고을브로드피크원정대와 엄

홍길대장이초등기록을세웠다

정후식기자who@kwangjucokr

10대 초등학생에서부터 40대 중년에 이르

기까지올바른등산요령을배우기위한열정

이한자리에모였다

제36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개교식이 23

일 전남대수의대 2호관에서 윤장현 광주시

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산악동호인들이 참

가한가운데열렸다

과거 전문산악인 양성과정에서 벗어나 초

중고 청소년과 일반시민까지 입교대상을 확

대한이번등산학교에는초중고 15명과대학

생 15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32명이 4박5일

일정으로입교했다

광주전남 등산학교 창설멤버인 윤 시장

은 축사를 통해 시민운동과 오지봉사활동

을하면서숱하게만났던어려움을이겨내게

해준 원동력은 산에서 배운 도전의 알피니

즘이라며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나가는 도

전정신을 기르고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정신

을배운다면여러분의인생은아름답게빛날

것이라고격려했다

입교생들은 전남대교정에서 1박2일간 캠

핑을하며야영과취사법 보행법  등산의역

사 등에 대해 이론교육을 받은 뒤 24일부터

월출산에서 3박4일동안 스포츠클라이밍독

도법응급처치조난대책암벽등반비박훈

련등실전교육을받는다

김경자 등산학교장은 등산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아 호남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

주전남 등산학교가 제대로 된 등산문화를

보급해 건전한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

지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전보(서기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순오 ▲ 조사1과장 이종학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일도 ▲전주

부가가치세과장한세온▲북전주부가소득

세과장 조윤석 ▲익산 운영지원과장 유재

학 ▲목포 부가가치세과장 정민기 ▲나주

운영지원과장조병주

인사

삼성그룹이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전남대 등 전국 10개 대학교에서 2014

삼성 드림클래스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전국

읍면도서지역에거주하는중학생 3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는 각 대학교에서 3주간

합숙하며영어와수학등을집중교육받는다

교육시설이 열악한 전방부대 지역에 근무하

는부사관의자녀 240명도참가한다

8대 1의 경쟁률을뚫고선발된대학생강사

1000여명이 캠프에서 함께 생활하며 수업과

생활지도를맡는다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사장단 10명은 25일삼성드림클래스여

름캠프가 열리는 전국 10개 대학교 환영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 부회

장은이날전남대를방문한다

해남군에서 참여하는 김용준(황산중 2년)

학생은 살고있는곳이시골마을이라그런지

주변에경제적으로어렵거나외로운노인들이

정말 많아 서글퍼진다며 드림클래스 캠프

참여를 계기로 의사가 돼 아픈 독거노인들을

치료해 드리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말했

다

드림클래스는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을차단하고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삼성그룹

이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교육 사회공헌 사

업이다 총 지원자는 올 연말까지 중학생 3만

1691명 대학생 8810명으로늘어날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가 신제품 소

주 아홉시반 출시를 기념해 지난 5월 개

교한 사이버 대학인 아홉시반 주(酒)립대

학(wwwahsvuniorg)의 방문자수가 24

일 300만명을넘어섰다

아홉시반 주립대는 술자리에서 인생을

배운다 인생에서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은

술자리에서 배운다라는 술자리 문화 형성

을 취지로 지난 5월 19일 개교했다 5월 19

일 개교첫날하루 2만명이 방문하는등지

금까지1000명이넘는사람이 입학(회원가

입)을 했다 방문자수가 지난 6일 100만명

11일 200만명을 기록하고 23일 300만명을

돌파하는등확산일로에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총장인 이 대학은 주

문학부 연애학부 예능학부등 3개 학부를

두고 배우 한가인씨가 홍보대사를 맡고있

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나명주)는 24일광주북구망월동시립

묘지에서故박경완기자 (무등일보) 제21주기추모식을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사진기자회故박경완기자추모식

광주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협의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선관위 회의실에서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공약진단전문가좌담회를개최했다 광주시선관위제공

시선관위 재보선공약진단좌담회 광주숭의중학교(교장김해숙)는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노인복지시설인 인애종

합사회복지관을찾아 사랑나눔힐링콘서트

를열었다

이날 콘서트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참

여한 동아리 미라클과 밴드부댄스부오케

스트라단등 70여명이참가했다

이들은 학교생활 틈틈이 재능과 끼를 키워

콘서트를열어바이올린플롯연주댄스공연

등을 선사했고 안마청소 등 봉사활동도 펼

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올바른등산문화이끈다

김미곤대장히말라야브로드피크등정
14좌 완등 안나푸르나낭가파르밧 2개 남아

광주전남등산학교개교식300여명 참가

전남대서 삼성 드림클래스여름캠프

오늘부터대학생중학생참여

지난해열린삼성드림클래스수업장면

보해양조 아홉시반주립대 방문자 300만명 돌파

광주 숭의중 복지시설 사랑 나눔힐링콘서트

모집

부음

8047m

지난해7월28일히말라야가셔브룸정상에올라태극기를펼쳐들고있는김미곤

대장(왼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