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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6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어르신과만 50세 이상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

상으로무료독감예방접종에들어갔다시

는 특히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동네민간의료기관에서접종을

받을수있도록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각 보건소에서는 만 6574세 어르신 등

12만8866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

종을 실시한다 이 중 75세 이상 3만9866

명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의원표에서

예방접종을받으면된다

시는각자치구의집단접종에따른고령

자들의민원발생과보건소의업무효율성

등을고려해동네의원에서접종할수있도

록했다

시는다만각종복지예산이증가하는상

황에서민간위탁에따른추가예산확보가

불가피한 만큼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75

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만 65세74

세는기존대로보건소에접종토록했다

무료접종대상자는반드시신분증을지

참해야 하며 장애인과 만 5064세 기초

생활수급권자는신분증과복지카드를 국

가유공자는유공자증이있어야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초수급자등 12만8866명무료독감예방접종

75세이상동네의원서도가능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이 광주

U대회 점검을 위해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1517일 세계 대학 스포츠

지도자들로구성된 FISU 집행위원회

를 열었다 광주 U대회 사무실에서 세

계대학스포츠연맹 클라우드 루이 갈리

앙(ClaudeLouis Gallien)회장을 만

났다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에서 개최된

FISU 집행위원회는모든집행위원과차

기 U대회 개최도시인 브라질리아 타이

페이등이참가했는데어떤행사인가?

▲FISU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 절차

를위한집행위원회는 FISU 회장의요

구에 따라 일 년에 최소 2번 열린다

FISU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장 또는 조

정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각 나라의 대학스포츠 지도

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 23명은 4년마

다총회에서선출되고 그외에각대륙

별 대표가 5명이 있다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집행위에서는 FISU 대학스포

츠발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앞으로 개최될 유니버시아드 및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대한 진행 보고

가 이뤄지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개최

도시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행위원들이 대회 준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FISU 집행위원회와 개최도

시 조직위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

는좋은기회이기때문이다

유니버시아드는 세계 대학생 스포

츠축제로서그가치가상승하고있는데

타 종합스포츠이벤트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FISU의 U는 Universality(보편

성) Unity(통일성) University(대학)

을 상징한다 대학스포츠연맹이 다른

국제스포츠조직과가장차별화되는점

은 스포츠와 교육을 한데로 묶어 젊은

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의

무한한가능성에기대를걸고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돕

는것에큰의미를두고있다

광주대회가앞으로 9개월도남지않

았다 준비상황에대해만족하는가?

▲광주U대회의전반적인진행이순

조롭고성공적으로개최될것이라확신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민들의 참

여와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광주대회가훌륭하게치러질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에대한느낌이궁금하다 어떤

도시라고생각하는가?

▲자랑스럽게도 나는 명예 광주시

민이다 광주는 정말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빛의 도시다 특히 학생운동이

활발히이뤄졌던광주는한국민주주의

와인권의역사에큰역할을했다 광주

는또한문화와예술의도시다몇해전

광주비엔날레와미술전시회를볼기회

가 있었으며 언젠가 다시 와서 광주김

치축제도보고싶다

광주가 처음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를 신청했을 때 학생들이 광주를 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왔다 광주 학생들의 열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광주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FISU와광주조직위간역할과협

력은어떠해야하나?

▲무엇보다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유대회 한국 개최가 이번이 처음은 아

니다 1997년 무주 동계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대회 개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 한국 조직위 사람들

이진지하고열정적으로일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리라믿고있다

2011년선전 2013년카잔이하계대

회를성대하게잘치른걸로안다 광주

에 대한 기대는 어떠하고 특별히 바라

는점이있다면?

▲FISU가 추구하는 대학스포츠 발

전을 위한 비전은 대회 전 중 그리고

끝난 후에도 대학생들 간 또는 스포츠

관련기관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

이다

이 가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니버

시아드가광주도시발전과인적자원개

발에좋은계기가될것이라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원봉사조직위활동등준비완벽성공개최확신

광주 U대회점검차온갈리앙 FISU 회장

인권문화의도시광주학생들의열정인상적

대회 끝나도 지속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 필요

2014년광주지역75세이상독감무료예방접종민간위탁의료기관

장원준이비인후과 2647575

김의원 5750257

양산연합의원 5755214

하수호마취통증의학과의원 2637585

임동명이비인후과 2653773

효드림요양병원 5123500

안이비인후과 5217585

천주의성요한의원 5103280

연세연합의원 2687582

광주미래병원 2602900

박소아과 2651035

양효구의원 5213456

운암한국병원 6088000

동림가정의원 5137588

일곡정형외과의원 5727500

이강덕이비인후과 5717515

소망내과 5741175

조정곤내과의원 2614900

김형원내과의원 5228767

수연합의원 5767588

진가정의학과 5227582

김상도내과의원 5127557

강명원내과의원 2626100

연제우리들의원 5737222

양대현내과의원 5280061

새롬연합의원 6097002

첨단베스트내과의원 5748000

현대정형외과의원 5291101

중앙의원 2688288

동서하나로요양병원 5195000

다나의원 2518877

다움요양병원 2331111

해피뷰병원 5199000

사랑의내과의원 3660124

정인철가정의학과 2667522

그린요양병원 5307000

광주연세요양병원 5207000

조소아과 2674761

선내과 5736677

최경상내과 5260595

푸른가정의학과 5750068

기노석흉부외과 5125300

맑은머리김동욱신경과의원 5285030

맑은의원 2648700

무등이비인후과의원 2696200

참조은안과 2231000

한솔내과 5750075

이건소아청소년과의원 5288605

광주굿모닝병원 2501000

광주탑내과 2506025

광주희망병원 6086000

김광록외과의원 5217389

중앙소아청소년과의원 2617275

이홍규내과 5277582

기분좋은가정의학과 5310026

광주연합내과외과의원 5298575

효창요양병원 5102000

임성희소아청소년과의원 5725076

동림허바킴병원 5224191

국종수마취통증의학과 2675008

윤이비인후과 2655885

국내과의원 5238383

오현주의원 5136789

조규웅내과의원 5238384

삼성탑내과 5717583

우암병원 2602700

코코이비인후과 2639117

마디척한의원 5740996

허리케인의원 5766004

광주내과 5728575

매일가정의학과의원 2655365

참조은가정의원 2620409

문재선내과의원 5270303

북구미래아동병원 2502560

이승배내과의원 5753338

조은택내과의원 5278575

장가정의학과의원 2621175

좋은가정의학과의원 5742212

한사랑가정의원 2662480

제일의원 2651900

오가정의학과의원 2648575

무지개의원 2689500

열린의원 2679975

 북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연세내과 9445500
이내과의원 9411700
조은외과의원 9418950
노세노세요양병원 9467100
건강미현대웰빙의원 9451999
호산내과의원 9422002
광주열린병원 6109000
성심의원 9447582
희망찬가정의학과의원 941759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맑은가정의원 9437582
푸른의원 9461501
하남성심병원 9581282
휴편한연합의원 9626229
수가정의학과의원 4335908
조가정의학과 9430703
호남요양병원 7168275
전인석내과의원 9531630
한정렬내과 9515593
정외과의원 9515676
행복나눔가정의학과 4328291
이용빈가정의학과의원 9517114
미래여성산부인과 9520070
박내과의원 9510330
생생마취통증의학과 9520005
이지산부인과의원 9583000
행복플러스 9467582
나한조이비인후과 9536677
한빛내과의원 9520110
오종곤소아과의원 9558575
소망의원 9542757
유이비인후과 9626800
현대소아과의원 9547500
연우가정의학과의원 9627557
한결내과의원 9612244
연합외과의원 9557119
오내과의원 9517588
박가정의학과의원 9517582
양주열내과의원 9518275
운남푸른소아과 9617575
광산미래아동병원 6052500
한사랑병원 9600000
코끼리튼튼의원 9523222
수완청연요양병원 6009000
그린필소아과 4707575
플러스내과의원 9460500
대한산업보건협회전남의원 9569012
KS병원 9759000
센텀이비인후과의원 9735300
수완이비인후과의원 9555075
광주수완병원 9581111
강내과의원 9727588
첨단즐거운내과 9727585
첨단소아과 9713223
첨단연합내과의원 9727575
첨단가정의학과의원 9725003
첨단참사랑병원 9717766
임채선내과의원 9718875
하나아동병원 9753300
속편한내과 9738075
광주요양병원 9565454
미래이비인후과의원 9735511
김창욱내과의원 9553575
서울성심의원 9543122
아나파의원 9596675
효정요양병원 9431588
광주시립요양병원 9495250
연세의원 9527798

광산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예스연합의원 2248275
대인병원 2262525
(재)ccc아가페의원 2324958
세종의원 2321212
허준이비인후과 2228222
김승완외과의원 2226767
온누리가정의원 2347571
허웅이비인후과 2236663
고운의원 2360075
퍼스트의원 2269779
문응주정형외과 2236360
심이비인후과 2266060
허경룡소아과 2225695
연합내과 2225651
이동훈이비인후과 2283320
서울연합의원 2340388
우리이비인후과 2273057
김평남내과 2337575
김봉한내과 2230665
반이비인후과 2222293
소망병원 2277775
수사랑의원 6768275
이상명내과 2327675
해피뷰삼성병원 7149000
다솜의원 7141199
문송수의원 2270100
강남요양병원 6019000
광주고려요양병원 2309000

동구

자모의원 3755554
참사랑내과의원 6718558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5117475
신성하내과의원 3848575
한독소아과의원 6818822
빛고을가정의원 3757572
조소아청소년과의원 3738275
상쾌한내과의원 5120075
선내과의원 3523300
행복가정의학과의원 3836669
반가정의학과의원 3667575
가슴뛰는내과의원 4328575
동림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5155300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6103190
염내과의원 3611177
이철범이비인후과의원 3858575
우리들내과의원 5727575
미래이비인후과의원 3739242
중앙가정의학과의원 3831500
아이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5147582
이내과의원 3837796
광주동림병원 5106000
구덕천비뇨기과의원 3737678
신세계내과영상의학과의원 3618575
코끼리휴병원 6513636
소망가정의원 3651175
서광병원 6008000
상무김상수내과의원 3758575
동림장항외과의원 5249800
한울병원 3509000
류앤김이비인후과소아과의원 3741177
금호이비인후과의원 3757582
백세요양병원 7122300
태영21병원 3620075
현대요양병원 3668200
상무병원 6007000

서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그린산부인과 6507700

이가정의학과 6753733

안영주내과 6761175

양승진내과 6757666

정내과 6764700

양동희내과 3647575

위생내과의원 6750900

조건국내과 6754000

손정모정외과 3687575

이봉수소아청소년과의원 3659872

이덕웅소아청소년과 6516636

소망외과 6521987

광주신경외과 3630291

인구보건복지협회 6704022

밝은내과 6722600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6541175

김성봉외과 6530773

생활협동조합성심의원 3632233

이상철이비인후과 6769975
다나의원 6548575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6709421

한일병원 6001000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6129872

에스웰요양병원 6028000

남구요양병원 6703906

동아병원 6502500

광주기독병원 6505000

미래의원 3697585

메디칼대한의원 6521950

조은의원 6817582

BMF의원 07086717546

힐링연합의원 6518600

큰나무연합의원 6737576

밝은소아청소년과 2611133

사랑뷰티의원 4342000

탑가정의학과 6550034

남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조민석내과 6527070

다사랑의원 6767575

한중의원 6758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