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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주(금초서예문화원장)서교순

씨장남치웅군김창근왕혜영씨장녀지

현양15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지구

S타워컨벤션 3층클리스탈홀

▲기장명민정씨 차남 대웅((주)용산)

군 이종하장지선씨 장녀 은숙양15일

(토) 오후 1시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1층

아이비홀 01091459579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

담 입양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입

양가족자조모임운영0622229349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

료출장상담다중채무개인회생및파

산안내사업자및개인채권서류검토작

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

6392458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알코올외에도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

의회복을위해무료상담및정보제공 교

육실시 062526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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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

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가슴으로낳은사랑입니다 입양

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

게도움을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

트아동복지회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

을위한연말연시위로행사용으로음향장

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

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

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

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

362207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

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월목문의 062

9519461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

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

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

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한국어교육) 회원모

집 0622673700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

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회원가입상담 0629429982

▲생활체육배드민턴회원광주북성

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

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

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광주시가정으로외국인을가족처럼

대할가정 손님용독방및침구제공 아침

식사제공 화장실 주방시설및기본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

류센터 0622262734

▲김귀엽씨별세채경석종석경자경

님연자씨 모친상 최석현(성형외과그린

요양병원장)이인근씨 장모상발인 12

일(수) 여수장례식장VIP 2호실 061688

4444

▲정순길씨 별세 민석(에이스테크놀리

지)민권씨 부친상발인 13일(목) 조선

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

2318901

▲박복순씨별세유성호영호재호수

호영자씨모친상발인 13일(목) 무등장

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봉자씨별세이상진창기상철다

감성숙경숙(조선대)씨 모친상발인

13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

향소 0622318905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알림

모집

부음

전남대병원은 11일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직원과가족 등 100여명

이참여한가운데제31대윤택림병원장취임식을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택림전남대병원장취임식열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11일 생활체육회 1층 회의실에

서5개자치구드림스타트센터에축구공배드민턴라켓등체육용

품을전달했다 광주시생활체육회제공

시생활체육회 드림스타트센터에체육용품

동신대학교웰에이징메디스파창의인력양성사업단(단장김계엽)

은 최근 목포재활요양병원(병원장 조동수)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

결했다 <동신대제공>

동신대목포재활요양병원협약체결

김혁종(가운데) 광주대학교 총장은 최근 자매대학인 중국 화동이

공대학쩡지엔씬(程建新) 예술디자인정보대학원장을만나양대학

의디자인분야학술교류확대방안등을논의했다 광주대제공

광주대中화동이공대학술교류방안논의

중국인 며느리가아픈것 같은데 말이통

하지않으니도와주세요

중국어전문어학원화상 중국어전문 업체

빅차이나(주) 황주안(37)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중국인다문화가족의 입과귀역할을

하고있다

결혼초기한국인가족과의대화에어려움

을겪는이주여성에게무료통역서비스를제

공하는등다문화가족을위한다양한언어서

비스를하고있다

황대표는중국인이주여성이나남편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현지 강

사와의화상통화도연결해주고있다

황 대표는 아직 무료 서비스가 초기 단계

이기때문에다문화가정에게큰도움을주진

못하지만결혼초기어려움을겪는중국여성

들의전화가늘고있다면서 이주여성을맞

은남편들도기본적인중국어를안다면이들

여성의한국적응이훨씬쉬워지기때문에남

편을 위한 중국어 서비스도 늘릴 생각이다

고소개했다

이업체는최근다문화가정을위해학원내

무료전화상담과 중국 지사에서 엄선한 원어

민강사와의화상교육을진행하고있다

광주에본사를둔이업체는중국현지에서

학사이상의학력을따낸교사를채용해실시

간중국어화상교육을진행하고있다실시간

화상교육은 중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한

국어에 능통한 중국 현지인 간 즉석 통역이

가능하기때문에다문화가정에도움을줄수

있다는것이다

황 대표는 전남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혼

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면서 전남에만 1만297명의 결혼이민자ㆍ귀

화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978%로대부분을차지한다고소개했다

이들여성들은대부분한국어가서툴기때

문에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12년에만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536

건에달한다는것이다

10여년 넘게 중국어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황대표가다문화가정을위한통역서비

스를시작하게된것도이때문이다

한국과중국간문화의벽을허물기위해서

는충분한대화가필요하지만결혼초기에는

긴밀한소통을힘들다

이 때문에 결혼 초기에 중국 여성과 한국

남편을연결해줄수있는 언어적장치가있

어야한다는것이다

그는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아 충

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게 된

다면서 문화적차이도문제지만가장기본

인 언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생각해야한다고조언했다또 해마다

늘고있는다문화가정의해체를막으려면언

어 교육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

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

한편 황주안 대표는 중국 천진외국어학교

이사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이사 광주

지방경찰청회사운영위원등을맡고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문화가정 입이 돼 드립니다

이주여성에무료통역서비스中 현지화상교육도

중국어전문어학원빅차이나황주안대표

한국농어촌공사와 20년

째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농업인 김중권(51고흥군

포두면)씨가 농업경영 노

력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

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

린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

훈장을받았다

11일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김씨가공사와인연을맺고억대부농의길로

첫 발을 내딛은 시점은 지난 1995년 쌀 전업

농에선정되면서부터다

고흥농고를졸업한뒤농업경영을통해억

대부농이되겠다는목표를세운김씨는공사

가 시행한 농지매매사업과 농지 임대차사업

등을통해경작규모를28ha까지늘리는성과

를이룩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업인김중권씨은탑산업훈장

인사

안행부

부이사관승진▲창조정부조직실개인

정보보호과장문금주

조선대

▲경상대학장 이계원 ▲약학대학장 겸 임

상약학대학원장홍준희(유임)

26년간 KBS 인기 방송 프로그램 전국노

래자랑사회를맡고있는방송인송해(왼쪽)

씨와서민적아버지상을대표해온배우최불

암(오른쪽)씨 1세대 드라마작가 박정란씨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대중문화부

문포상대상자를발표했다

시상식은오는 17일오후홍익대대학로아

트센터에서축하공연과함께열린다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상 이벤트 등을 통해 관람권을

얻을수있다 자세한정보는 www대중문화

예술상kr를확인하면된다 연합뉴스

방송인송해최불암씨

대중문화예술상은관문화훈장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

(원우회장 고춘석 해양도시가스 사장)는 11

일 광주 양동초등학교(교장 정성숙)를 방문

해 200만원을전달했다 원우들이기증한성

금은양동초등학교교내시계탑교체에사용

될예정이다 원우들은학생과서구주민등

많은이들이방문하는운동장에낡은시계탑

이있지만예산부족으로교체하지못하는소

식을 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성을 모았

다 원우들은 지난 4월에도 삼정초등학교 시

계탑교체비용을전달했다

정성숙교장은학생회의에서시계탑을교

체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예산 때문에 개선하지 못했다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이 전달한 성금으로

학생들의 오랜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돼 감사

드린다고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원우회 양동초에 200만원 전달

한반도미래재단 구천서 이사장이 중국 경

제와 동북아 외교에 대한 특별강연을 한다

롯데백화점대전점초청으로열리는이번강

연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 11층 다목적홀

에서진행된다

지난 1994년 리커창이 공청단 제1서기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국회의원이자 민

자당중앙청년위원장으로그를맞이한구이

사장은이듬해공청단초청을받아한국청년

정치 대표단 자격으로 북

경 조어대에서 리커창과

재회했다 2011년 중국 국

무원 부총리로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중경제

협회 회장으로 리커창을

다시만났다

구 이사장은 정치지도자 시진핑 뿐만 아

니라 경제사령탑인 리커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우리경제활로를만드는대안모색이

가능하다고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구천서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동북아외교특별강연

19일 롯데백화점광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