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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근정훈장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정우성 ▲광주

화정초교사김문자▲장산초교감김안순

▲치평초교장김영진▲태봉초교사김일

순 ▲태봉초 교감 노애련 ▲염주초 교장

문재옥▲월곡초교장박봉현▲광주화정

초교사박화수▲광주문화초교사송복자

▲경양초교사송순자▲진월초교사신장

우▲문흥중앙초교감신정자▲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장심혜옥▲문흥중앙초교

감오정구▲광주남초교사유정희▲광주

문화초 교장 윤득안 ▲매곡초 교사 윤정

▲월봉초교사이배숙▲하남중앙초교장

이숙영▲풍암초교장이용일▲광주효덕

초 교감 임복현 ▲율곡초 교장 장남령 ▲

광주양산초교장장보심▲문흥초교장전

영희▲무등초교사정관숙▲금당초교사

정월삼▲정암초교장정철암▲유안초교

사최숙희▲광주송원중교장홍기룡▲성

덕고교장김광중▲광주공고교사박영록

▲광주동신여고교사정희수

홍조근정훈장

▲백일초 교장 고성자 ▲불로초 교사 김

춘순 ▲대자초 교사 나숙희 ▲매곡초 교장

박영섭▲진남초교감이인선▲광주효덕초

교감 진영희 ▲진남초 교장 한용식 ▲유덕

중 교장 권도연 ▲광주동성여중 교사 김성

주 ▲월곡중 교장 박미란 ▲광주화정중 교

사박실▲월곡중교감박영란▲성덕중교

장 박충하 ▲광주효광중 교사 박현숙 ▲대

자중학교교사안석진▲문화중교장이일

한 ▲용봉중 교사 정성애 ▲광주대동고 교

장 국형근 ▲광주숭일고 교사 김금숙 ▲광

주공고교사김돈희▲광주자연과학고교감

김명숙▲국제고교장민종기▲광주숭일고

교사안수환▲금파공고교사오수정▲숭

의고교감조길성▲송원여상교사최순석

▲송원여상 교사 추석호 ▲광주진흥고 교

감황연상▲광주선명학교교사김영숙

녹조근정훈장

▲무학초교감김순자▲염주초교사김

종식▲진만초교감문옥희▲문우초교감

문은례▲광주대성초교사박득남▲광주

동운초교감양이숙▲봉선초교사임종웅

▲용주초교감조현숙▲서광초교사최은

숙▲광주경신중교감김진환▲서강중교

사김화자▲광주수피아여중교사박광남

▲서강중교사박용석▲풍암중교감서재

일▲문성중교사이건우▲광주동신여중

교사이천오▲용봉중교감이희숙▲광주

자연과학고 교사 강수현 ▲조선대학교여

고 교장 김갑진 ▲광 주동신여고 교감 김

종수▲대성여고교감김종현▲전남고교

사김해성▲전남여고교감나정희▲송원

여고교사박종철▲살레시오고교감백은

준▲살레시오여고교사심판섭▲전남공

고교감유제경▲(前)수완고교감윤명희

▲문정여고교감윤영녀 ▲대성여고교감

장병진 ▲광주진흥고교감 정갑면 ▲보문

고교감조광남▲운남고교감최봉순

옥조근정훈장

▲진남유치원 원장 신정자 ▲(前)광주광

천초병설유치원 원감 이인길 ▲송정중앙초

교감김광순▲봉선초교감김미원▲비아초

교감박정호▲본촌초교감박종희▲광주서

초교감최귀순▲운리초교감황삼숙▲동

아여중교감강성희▲동아여중교감김제준

▲금호중앙중 교감 노순풍 ▲광덕중 교사

송기준▲광주숭일중교감신현수▲살레시

오여중 안남찬 교장 ▲정광중 유병섭 교감

▲신창중 윤태홍 교감 ▲숭의중 교사 이향

자▲광주동신여중교사임혼섭▲광주경신

중교감정인경▲서강중교감지수만▲문

산중교감최명숙▲영천중교감최왕자▲

송정중 교감 최희경 ▲숭의고 교사 김채중

▲광주동신고교장류춘호▲보문고교사박

근홍▲광주동신여고교감박영일▲광주수

피아여고교사송낙중▲광주자연과학고교

사 오문호 ▲광주경신여고 위성갑 교감 ▲

보문고 교감 유갑천 ▲전남여상 교사 유홍

렬 ▲고려고 교감 이범규 ▲광주경신여고

교감임태철▲전남여상교사최경남

근정포장

▲화개초교감곽현자▲정암초교감문

정현 ▲(前)용두초 교장 임후남 ▲무등중

교감김경수▲문산중교감김미화▲장덕

중 교감 김영혜 ▲일곡중 교감 김종근 ▲

용두중교감김혜선▲광주수피아여중교

사김희영▲무등중교감박은영▲일곡중

교감송희주▲광덕중교감신경희▲일동

중 교감 위현영 ▲문흥중 교감 이덕순 ▲

금호중교감이승희▲운리중교감임보숙

▲조선대학교부속중 교감 전은수 ▲운리

중 교감 최미희 ▲고려고 교감 강순길 ▲

서강고교감기세경▲풍암고교감김종일

▲문성고 교감 신태기 ▲(前)숭의고 교사

오문세 ▲(前)숭의고 교사 이승우 ▲국제

고교사조광식▲송원고교감 홍기춘

대통령표창

▲광주효광중 교감 이현아 ▲서진여고

교사정헌성

국무총리표창

▲서일초 교감 강선옥 ▲살레시오여중

교감윤현숙▲전남중교감이숙연▲첨단

고 교감 김귀례 ▲호 남삼육고 교사 이봉

연▲살레시오여고교감장숙희

▲이정일(전광주서구청장)ㆍ김현숙씨

차남화엽군이성원ㆍ강경신씨장녀소망

양30일(토) 낮 12시 50분홀리데이인광

주 3층컨벤션홀

▲정영석(전 장흥관산고 교장)조순덕

씨장남평수군고관석임현숙씨딸효주

양31일(일) 낮 12시 광주 광천동 메종

드 보네르(구 꿈의 궁전) 5층 그랜드볼룸

홀 01051017111

▲구인근최애숙씨 장남 헌우군 김길

성(은혜화원대표)노춘희씨차녀윤혜양

31일(일) 오후 1시 전북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 1층크리스탈홀 당일오전 10시30

분광주비엔날레주차장전세버스출발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

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월수요일오

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벼룩시장소

통문화나눔축제 광주 북구 두암3동 삼

정초등학교 운동장 9월27일28일 오후

36시 40팀선착순접수 참가비(3000원)

는거동불편어르신의실버카지원에사용

됨 접수기간 8월18일9월5일 062268

0093

▲화순효사랑노인복지센터무료방문

목욕중풍이나치매등의병으로고통받

는화순거주노인들의무료방문목욕서

비스를원하시는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

별상담국번없이1331 우편방문광주

시동구제봉로광주은행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

주기등(실버에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

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

gen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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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

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

화하세요!정신건강및자살위기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

상)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수강생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

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

격증반) 음악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

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

6669 01036060230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

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

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가능하신분

0622330468

▲사단법인대한민국특전동지회재난

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

역및회원수시모집 0622256500 011

6105575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

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

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회원모

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

2659337

▲위종임씨 별세 김정화(조선대학교)

귀숙정자경희씨 모친상발인 28일

(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박귀순씨별세양승근승국성해금

희씨 모친상발인 28일(목) 무등장례식

장 201호 0625154488

▲이준행씨별세건열(전 KIA 코치현

동국대감독)씨 부친상발인 29일(금) 스

카이장례식장0629511004

▲홍정지씨 별세 이승규은규영희씨

모친상발인 2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제5분향소 0622318905

▲윤진수씨 별세 상오영화현숙씨 부

친상발인 2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

례식장제6분향소 06223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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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

알림
모집

전남도교육청 훈포장자 명단광주시교육청 훈포장자 명단

황조근정훈장

▲목포하당중 교사 강윤슬 ▲사창초

교사 기수자 ▲목포삼학초 교사 김광숙

▲순천왕운초 교감 김명숙 ▲순천왕지

초교사김미순▲대덕초교장김복용▲

만덕초 교장 김성준 ▲도원초 교사 김수

희▲화순만연초교감김 숙▲목포유달

초교사김안순▲독천초교사김양심▲

영광초 교장 김영용 ▲문덕초 교장 김용

국 ▲구림초 교장 김용신 ▲계산초 교사

김은희 ▲진원초 교사 김재남 ▲광양마

동초 교사 김정애 ▲산이서초 교장 김지

석 ▲순천비봉초 교장 김진오 ▲장동초

교장 김채숙 ▲영강초 교장 김하이 ▲엄

다초 교사 김홍곤 ▲시종초 교장 김홍완

▲목포한빛초 교장 나순옥 ▲목포애향

초교장명세영 ▲군내북초교사문영진

▲도초초 교장 문 철 ▲여남초 교장 박

래권 ▲광양덕례초 교장 박상찬 ▲광양

마동초 교사 박순희 ▲화순제일중 교장

박용철 ▲목포영산초 교사 박은숙 ▲양

산초 원로교사 박응선 ▲손불서초 교감

손소임 ▲진도실업고 교사 손옥현 ▲창

평초 교사 신동염 ▲신기초 교감 신순복

▲광양백운초 교사 안영규 ▲해보초 교

장 양동환 ▲목포신흥초 교사 양선종▲

목포서해초 교감 양진근 ▲고흥동초 교

사윤기옥▲고흥중교장윤동화▲사평

초 교사윤인순▲광양가야초 교장 이상

진 ▲보성여자중 교장 이세중 ▲순천왕

지초 교사 이숙희 ▲영암도포중 교사 이

용섭 ▲목포서해초 교장 이육근 ▲영암

초 교사 이재욱 ▲순천삼산초 교장 이준

규 ▲목포석현초 교사 이평로 ▲나주중

앙초 교사 임경순 ▲목포청호초 교사 임

순희▲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장동연 ▲여수한려초 교사 장점덕 ▲순

천왕지초 교사 전삼옥 ▲율촌초 교장 정

병선 ▲목포옥암초 교사 정성심 ▲목포

이로초 교사 정인식 ▲순천비봉초 교사

조창현 ▲점암초 교장 조현복 ▲유달학

생야영장 교육연구사 채광은 ▲순천용

당초 교사 최연경 ▲여수부영초 교감 최

옥심▲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식 ▲목포이로초 교사 최정애 ▲법

성고 교장 최화주 ▲곡성중앙초 교사 한

희숙

홍조근정훈장

▲화순중 교사 강대진 ▲순천팔마중

교장 강병수 ▲순천금당고 교사 강일승

▲덕진초교장곽평선▲호남원예고교사

권철호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 교

장 김명석 ▲화산초 교장 김무호 ▲마산

초 교감 김병무 ▲여수해양과학고 교감

김병호 ▲순천부영초 교사 김복연 ▲완

도초 교사 김봉임 ▲도포초 교장 김성남

▲목포애향초 교사 김숙희 ▲삼산초 교

감김영수 ▲광양칠성초교사김영춘▲

목포청호초 교장 김용식 ▲순천이수중

교사 김재철 ▲돌산초 교장 김종실 ▲여

수충무고 교사 김준옥 ▲순천금당중 교

사 김진만 ▲완도중 교장 김진완 ▲돌산

중 교장 김진윤 ▲해남제일중 교사 김홍

근 ▲순천왕의중 수석교사 남순희 ▲순

천삼산중교감박대식▲전남조리과학고

교장 박문재 ▲화순도곡중 교장 박방진

▲우수영중 교감 박영철 ▲구례고 교장

박주엽 ▲담주초 교장 송우상 ▲담양고

교장 신중식 ▲보성회천중 교장 양기성

▲우수영중 교사 양권승 ▲백양초 교장

윤선한 ▲강진북초 교장 윤여광 ▲봉래

중교사윤회철▲삼호고교장이기봉▲

쌍봉초 교장 이상윤 ▲담양공업고 교사

이영철 ▲안심초 교사 이우성 ▲안산중

교감 이원용 ▲유치초 교사 이전기 ▲순

천신흥초 교사 임경원 ▲세지초 교장 임

동민 ▲순천율산초 교감 장효근 ▲전라

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정동기▲곡

성중앙초 교사 정용오 ▲홍농초 교장 정

지영 ▲화순제일중 교감 정철웅 ▲목포

마리아회고 교사 조충완 ▲광양백운초

교사 천병화 ▲장성중 교사 최길진 ▲여

수미평초 교감 최상모 ▲성전고 교장 최

성락 ▲광양중동중 교사 한은수 ▲황산

초교사홍경표

녹조근정훈장

▲영광대마중교감강동주▲여수종고

중 교사 강성호 ▲영암금정중 교사 강연

상 ▲화원중 교사 고경보 ▲여수미평초

교감 고명순 ▲장성중앙초 교사 고명자

▲동화초교장곽동주▲여수정보과학고

교장 곽영옥 ▲시종중 교사 곽희배 ▲보

성복내중 교장 김경중 ▲보성고 교장 김

관식 ▲황산중 교감 김광례 ▲목포제일

여고 교사 김공경 ▲순천용당초 교감 김

두리 ▲순천승평중 교장 김미구 ▲목포

홍일고 교사 김병훈 ▲안일초 교사 김석

성 ▲목포정명여자고 교장 김순 ▲나주

북초 교감 김양민 ▲목포청호초 교사 김

양수 ▲화순초 교감 김옥선 ▲광양북초

교감 김원중 ▲월등초 교장 김이성 ▲동

강초 교감 김일남 ▲팔마초 교감 김재원

▲목포서해초교사김정국▲순천공업고

교감 김창호 ▲목포용해초 교사 김화경

▲묘량중앙초 교감 김희 ▲죽곡초 교사

문공기 ▲여수구봉중 교사 문수일 ▲강

진중 교사 문홍천 ▲세지초 교감 민경국

▲목포애향초교감박양수▲삼호중앙초

교감 박영서 ▲화순만연초 교감 박인건

▲서창초 교사 박준선 ▲화순사평중 교

장 박홍열 ▲보길동초 교장 방상문 ▲전

남자연과학고교장배관동▲강진작천중

교장 부기춘 ▲순천월전중 교감 서경석

▲목포청호초교감서혜자▲목포공업고

교사 신상구 ▲목포청호중 교사 신철준

▲장성중앙초교사오성환▲여수좌수영

초 교감 옥은하 ▲무안청계중 교사 유병

두 ▲목포영산초교 교감 유영희 ▲능주

초 교감 유진아 ▲함평월야중 교감 윤연

하 ▲호남원예고 교감 이경렬 ▲무안현

경중 교장 이문기 ▲봉덕초 교장 이시훈

▲전남기술과학고교감이영자▲순천제

일고 교감 이정익 ▲동산초 교장 이종두

▲여수서초 교사 이주한 ▲웅천초 교사

이진호 ▲미력초 교감 이하규 ▲도원초

교감 이향희 ▲화순제일중 교사 이형래

▲목포신흥초교감임동석▲순천왕운초

교감 임현숙 ▲광양제철고 교사 장세규

▲여도초 교사 장애순 ▲호남원예고 교

사 정의영 ▲장성남중 교사 정종석 ▲성

산초 교사 정진호 ▲세풍초 교감 조상필

▲광양용강초 교사 조용만 ▲고서초 교

사 조웅섭 ▲순천공업고 교감 주도선 ▲

순천남초 교사 주중석 ▲동광양중 교장

차하준 ▲임자남초 교장 채종환 ▲무안

고교사최경락▲약산초교장최면성▲

삼광중 교장 최주성 ▲돌산중앙중 교장

최호범 ▲목포공업고 교감 한승국 ▲장

흥여자중 교장 허용 ▲여수좌수영초 교

감 홍성근 ▲보성여자중 교사 황소정 ▲

담양고교사황수열

옥조근정훈장

▲목포고 교감 강민경 ▲순천왕지초

교감 강복순 ▲진남여자중 교감 곽정숙

▲함평손불중 교사 김동열 ▲목포정명

여자중 교사 김만호 ▲금성중 교감 김명

호 ▲여수정보과학고 교사 김성희 ▲목

포마리아회고 교사 김세향 ▲광양고 교

감 김영호 ▲여수문수초 교감 김예희 ▲

도곡중앙초 교감 김용곤 ▲창평고 교사

김원영 ▲여수공업고 교사 김장국 ▲광

양중 교사 김재갑 ▲화순만연초 교감 김

재란 ▲여수미평초 교감 김정숙 ▲순천

부영초 교감 김정순 ▲옥과고 교사 김정

식 ▲순천연향중 교감 김종엽 ▲목포혜

인여자중 교사 김종호 ▲해룡중 교장 김

태혼 ▲해남제일중 교사 김현복 ▲화순

제일초 교감 김형석 ▲순천고 교감 김형

식 ▲여수서초 교감 나병량 ▲순천왕운

초 교감 류수 ▲목포여자중 교감 박경숙

▲장성실업고 교감 박광숙 ▲순천고 교

감 박병오 ▲광양덕례초 교감 박상근 ▲

동명초 교감 박수방 ▲죽곡초교감 박애

란 ▲목포임성초 교감 박영희 ▲순천팔

마고 교감 박재열 ▲나진초 교사 박정필

▲장성실업고 교감 박종국 ▲순천매산

고 교사박지근▲광양제철중교감 박판

옥▲황전초 교사박형완▲화순중 교감

반춘모 ▲광양실업고 교감 서길도 ▲나

주공업고 교사 서성민 ▲순천매산중 교

사 서용진 ▲문태중교사선안규 ▲광영

중교감송담숙▲영산고교사송병환▲

목포하당중 교감 송용복 ▲순천금당중

교감 송태남 ▲삼호서중 교감 신숙희 ▲

목포정명여자중 교사 신정숙 ▲순천풍

덕중교사심종석 ▲문태고교사양동한

▲우수영중 교감 양백균 ▲무안현경중

교감 양회장 ▲무안청계중 교감 엄기준

▲영산중 교감 엄지용 ▲해제고 교사 오

동식 ▲순천전자고 교감 오종진 ▲법성

중교감 유병윤▲광양백운초교감 윤향

자 ▲산이중 교감 이봉미 ▲영광고 교사

이성식 ▲동명초 교감 이연숙 ▲광남고

교장 이영수 ▲목포공업고 교감 이용길

▲완도수산고 교사 이윤형 ▲창평고 교

사 이자섭 ▲전남기술과학고 교감 이재

천 ▲광양중 교감 이재천 ▲순천향림중

교감 이정묵 ▲광양중진초 교감 이해영

▲진도군내중 교사 임일택 ▲신북초 교

감 임정애 ▲순천용당초 교사 장성용 ▲

담양고서중 교감 전범식 ▲여수공업고

교사 전흥국 ▲서창초 교감 정영숙 ▲강

진작천중 교감 정우인 ▲목포연산초 교

감 정장석 ▲옥곡중 교감제병권 ▲전남

기술과학고 교감 조광식 ▲강진동초 교

장 조병술 ▲여수해양과학고 교감 조승

용 ▲목포덕인고 교사 조형기 ▲세지초

교감 채미석 ▲별량초 교감 최낙우 ▲금

성고 교사 최명성 ▲전남생명과학고 교

감 최성균 ▲순천왕지초 교사 최순애 ▲

녹동초 교감 최순임 ▲여수충무고 교사

최은숙 ▲여천중 교감 최진석 ▲순천고

교감황우현

근정포장

▲백제고 교사 강경희 ▲목포하당중

교감 강해숙 ▲순천율산초 교감 곽상천

▲목포항도초 교감 김경인 ▲광양중 교

감 김동수 ▲순천신흥초 교사 김동주

▲순천비봉초 교감 김미숙 ▲광양여자

중 교감 김소영 ▲옥과고 교감 김승기

▲전남자연과학고 교감 김애선 ▲금정

초 교사 김영희 ▲광양중앙초 교감 김

옥희 ▲목포영산초 교감 김일영 ▲여수

부영초교감김점숙▲봉황고교감김정

은 ▲여도중 교사 김준수 ▲충덕중 교

감 김태준 ▲삼계중 교감 김향미 ▲송

지초 교감 김현정 ▲금정초 교사 박금

희 ▲병영상업고 교사 박경숙 ▲덕진초

교감 박미순 ▲안산중 교감 박숙영 ▲

나주공업고 교감 박의식 ▲순천남산중

교감 박주현 ▲법성중 교감 백영철 ▲

안산중교감 양정애 ▲여수종고중교사

이경희 ▲별량초 교감 이균우 ▲함평여

자중 교감 이미란 ▲팔마초 교감 이숙

희▲영광고교감이승규▲여수충무고

교감 이영례 ▲목포유달중 교감 이정석

▲목포중앙여자중 교감 이평자 ▲목포

정명여자중 교사 이현숙 ▲전남조리과

학고 교감 임유경 ▲창평고 교사 임정

창 ▲봉래초 교사 장선희 ▲분향초 교

감 조명순 ▲삼호중앙초 교감 조석만

▲학다리중 교사 조희숙 ▲순천연향중

교감 최두선 ▲여수고 교감 최순희 ▲

세지초 교감 최정희 ▲순천조례초 교감

한숙희▲녹동고교감한정임

대통령표창

▲장흥중 교감 고현숙 ▲광영고 교감

김경희 ▲금성중 교감 김종성 ▲해남중

교감 김진아 ▲의신중 교사 김현덕 ▲고

흥중 교감 김희숙 ▲순천효산고 교사 노

복섭 ▲백제고 교사 박성희 ▲목포혜인

여자고 교사 박영균 ▲백제고 교사 박은

숙 ▲순천율산초 교사 송현숙 ▲순천풍

덕초 교감 심은숙 ▲영암여자중 교사 윤

경옥 ▲옥과고 교사 이영주 ▲세지초병

설유치원 원감 이정님 ▲소라초 교감 임

영순 ▲담양고서중 교감 정애란 ▲영암

여자고 교사 최미숙 ▲옥과고 교사 최산

호

국무총리표창

▲녹동중 교감 강경 ▲전남과학고 교

감 김덕봉 ▲순천연향중 교감 김명자 ▲

도암초병설유치원원감김성숙▲봉산초

교감 김용례 ▲사창초 교사 김용숙 ▲예

당초 교감 문숙희 ▲순천왕운중 교감 박

란영 ▲무안현경중 교감 안맹희 ▲해보

초 교사 이미자 ▲영암여자중 교사 장태

영 ▲강진여자중 교감 정선숙 ▲부산초

교사 정숙자 ▲장흥남초 교감 정옥희 ▲

압해동초병설유치원원감황성미

장관표창

▲곡성중앙초 교사 구정숙 ▲녹동고

교감 김은주 ▲남평초 교사 나영임 ▲화

순제일초 교감 마경림 ▲순천남초 교감

박복례 ▲완도중앙초 교사 박정순 ▲유

치초 교감 박현주 ▲함평월야중 교사 배

성자 ▲독천초 교사 손복희 ▲목포혜인

여자고 교사 오종근 ▲장성성산초 교사

유명숙 ▲화순만연초 교사 이복남 ▲장

성중앙초 교사 정영애 ▲공산초 교사 최

석단

첨단고학생들 광주일보신문제작과정견학

첨단고등학교(교장전상훈) 학생 20여명이 27일광주동구금남로광주일보본사를찾

아신문제작과정에대한교육을받고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 ▲백승호전남경찰청장

내방

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