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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조선대 시각디자

인학과 교수가 최근 국내

디자인사업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2014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표창

을수상했다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의적인 디자인개발 및

진흥활동으로 디자인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 기업 지자체를 포상 격려함으로써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과 효용가치를 확산시

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김남훈 교수는 1981년부터 9년간 (주)아모

레퍼시픽에서 디자이너로 재직하면서 상품

의브랜드디자인및패키지디자인개발에참

여해각종어워드에서수상했으며 1990년디

자인전문회사씨드디자인을창업해이탈리아

베네통화장품 등 글로벌 디자인을 성공적으

로개발하여한국디자인의위상을제고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재단이사로 참여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성공적인창설에중추적인

역할을하여국가디자인발전에이바지한공

로를인정받았다 채희종기자chae@

▲김영복임종화씨 차남 기열군 김석

호심진숙씨장녀유리양22일(토) 오전

11시 50분 JS 웨딩컨벤션3층 그레이스홀

01036425810

▲박성훈김선홍씨 장남 종민군 정진

섭임숙녀씨차녀다운양22일(토) 오후

1시 10분웨딩의전당금호 30층아도니스

홀 0116017711

▲윤현중하선자씨 장남 득종(진솔세

무법인)군 유해상(한전 신남원변전소 과

장)이경순씨 장녀 미란양22일(토) 오

후 1시전주노블레스웨딩홀2층노블레스

홀 01045730689

▲오영배김복숙씨 아들 규식군 최옥

수(광주CBS문화사업국장)김애란씨 딸

송아양29일(토) 오전 11시 메종드보네

르 1층보네르홀 0623611122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

원 청년 이화회(회장 이철환)월례회의

18(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

225563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

원 해남군분원 정기총회21일(금) 오전

11시 해남군 문화원(해남읍 수성4길 2)

0116373043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

원 여성 이화회(회장 이보희)월례회의

22(토)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

2255636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강원

구) 추향제참배24일(월) 오전 8시 30분

종회앞출발0622283368

▲광주서석고 남구모임(회장 임경동)

송년의 밤25일(화) 오후 6시30분 백운

동프라도호텔 2층다이아몬드홀

▲재광 보성향우회(회장 박요주) 정기

총회12월 19일(목) 오후 6시 광주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5층 062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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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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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 치매 스트레스알코올흡

연약물 도박 인터넷등) 0625251195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

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등으로친부모와함께살수없

는아이들을일정기간위탁하여보호할수

있는위탁부모를모집어린이재단광주가

정위탁 0623511206

▲농성문화의집오전요가수강생균

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분이라면누구나 환영(매주 화

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

2072

▲광주대풍수지리학무료강좌양택

음택 수맥 명당 무료 강의(책자무료제

공) 8월23(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7층 (707호) 문의 01036098117

▲최사덕씨별세한경표(한아름재가노

인복지센터)승철씨 모친상발인 19일

(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박삼례씨별세최복주성주정주혜

숙정숙희숙씨 모친상발인 19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전남도립대학교(총장김왕복왼쪽세번째) 학생들과해군제3함대

사령부 대원들이 지난 4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조용범네번째)

을방문 헌혈증 119장을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제공

전남도립대 화순전남대병원에헌혈증전달

보성경찰서(서장 박상우)는 최근 보성군 득량면 참다래 농장에서

농촌일손돕기봉사활동을실시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경찰서 참다래농장일손도와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한국보훈학회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

와 함께 최근 대학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통일시대 보훈정책과

보훈복지학술회의를개최했다 송원대제공

송원대 보훈복지학술회의개최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정선수오른쪽)는최근조선대산학협력단

(단장차용훈왼쪽)과업무협약을맺고미래지역발전을위한사업

발굴및공동연구에상호협력하기로했다 도시철도공사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조선대산학협력단협약

목포대(총장 최일) 제어로봇공학과 iSL

(intelligent Space Lab)의 로봇대표팀(지

도교수 유영재)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

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월드컵인

The 19th FIRA RoboWorld Cup 2014(이

하 FIRA 2014)에 참가해 Huro Cup 부문에

서연합축구 1위 마라톤 2위를차지했다

유 교수가 이끄는 iSL팀은 이기남(박사과

정) 곽현진(석사과정) 길우람(석사과정) 정

준호(4학년) 박수산(4학년) 박태훈(4학년)으

로팀을이뤄대회에참가했다 목포대 iSL팀

은올해8월열린국내전국Huro Cup에서종

합대상을수상하고국내대표팀로선발돼이

번세계로봇월드컵FIRA2014에출전했다

FIRA 2014는 중국 베이징에서 2014년 11

월 5일부터 10일까지6일동안진행됐으며영

국 캐나다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대한민

국등 29팀이참가했다Huro Cup세부종목

으로는 연합축구(United Soccer) 역도 농

구 스프린트(Sprint) 마라톤 등 9개 종목으

로 구성돼 있다 Huro cup은 휴머노이드 로

봇의올림픽이라볼수있다

iSL팀은 Adult급에는 키 110cm인 로봇

CHARLES가 Kid급에서는 키 45cm인

TOTO팀이 출전했으며 연합축구(United

Soccer) 4번째경기에서 1골 유효슈팅횟수

5회 등의 성적으로 1위 마라톤에서 74m를

49분기록으로달려 2위를기록했다

로봇찰스(CHARLES)는 인지능력이있

는인간형로봇으로학습과진화체계를갖추

고 있다(Cognitive Humanoid Au�

tonomous Robot with Learning and

Evolutionary System)는 뜻을담았으며목

포대 유영재 교수 iSL연구실에서 개발됐다

현재CHARLESI에이어CHARLESII가

개발완료됐으며키는110cm이다로봇찰스

는총 21개의관절로이루어져있으며카메라

스피커 마이크가있어인간로봇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다양한임무를수행할수있다

유영재 교수는 지난 국내대회 대상 수상

에 이어 이번 세계 로봇 월드컵에서 좋은 성

적을거두게됨으로써목포대의로봇기술력

이세계적인수준에있음을입증했다며 세

계에대한민국로봇기술력위상을드높이게

되어기쁘다고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화촉

종친회

동창회

알림

모집
향우회

지난 15일 강구안 바다를 마주하고 있

는 경남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은 전국

에서온방문객들로북적거렸다

특히 이날은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에

도 불구하고 벽화 마을 여기저기서 구수

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띄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전)

가 올해 두번째로 마련한 2014년 광주

도시재생선진지투어의참가자들이다

이날 130명의 참가자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

성공사레인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남망

산조각공원 창원마산합포구창동예술

촌 일대를 둘러보며 도시재생의 필요성

을공감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강구안 바다가 한눈

에 바라다 보이는 동포루에서 담벼락의

예술작품과 골목길의 속살을 들여다 보

며색다른즐거움을만끽했다

이어경남창원의 창동예술촌을탐방

한 참가자들은 19607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창동의 빈점포를 예술가들의 아

틀리에로 화려하게 부활시킨 창원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나타냈

다

이번투어를진행한안길전회장은 도

시재생은 단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만큼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마을 공동체나 시민들

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열쇠

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광주

의미래는밝은편이라고말했다

통영박진현기자 jhpark@

지난 15일도시재생선진지투어의참가자들이창동예술촌을둘러보고있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도시재생선진지투어

통영동피랑벽화마을창동예술촌등탐방

한국 로봇기술력세계수준입증

목포대제어로봇공학과유영재교수팀 세계 로봇월드컵연합축구 1위마라톤 2위

목포대제어로봇공학과 iSL 로봇대표팀

김남훈조선대교수

디자인대상 대통령표창

광주인성고 제8회 동창회(회장 전일석)는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마련한

다 인성고 제8회 졸업생 홈커밍데이 추진위

원회(위원장 임봉혁)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22일 오후 6시 광주 북구매곡동 퀸스컨벤션

웨딩홀에서열린다 문의 0623691000

광주인성고제8회 동창회

22일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부음

외식업중앙회광주광역시지회는 17일 오후광주시서구 518기념공원에서 골목상권살리

기운동출정식을열었다참가자들은대기업이운영하는공공기관의구내식당이지역상권

을고사시키고있다며공공기관등의구내식당폐지를주장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외식업중앙회광주지회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출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