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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

원 이화회월례회의10일(화) 오전 10시

도지원회의실 3층 0622255636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강

원구)이사회의12일(목) 오전 11시 종회

회관 3층대회의실 0622283368

▲경주배씨광주종친회월례회의(회장

종룡)12일(목) 오후 6시 광주동구대인

동싱싱민어회관 0109601542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광주시북구

우산동안보회관 2층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

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

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

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

자 조손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

센터무료상담아동심리적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

봄이용안내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

을위해학교근처지역아동센터에서는보

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다양한서비스제공062522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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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전센터무료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사용할경우 0621366

▲동구자원봉사센터교육생및전문강

사1교육강사 활동 가능한 성인 퇴직

교사 강의경력자 2동화구연 종이접기

교육수강생 3동(洞)자원봉사 캠프지기

학운동 지원1동인근주민 4경로당문화

활동전문강사여가프로그램진행가능자

3월6일까지마감 0622281365

▲2015년 광주불교문화대학 신입생

대학(기초교리)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야간반매주화요일저녁7시월1회불

교문화유적답사 대학원(경전공부) 주간

반매주수요일오후2시야간반매주수요

일저녁 7시 0622289098

▲이발기술배우실분무료로전수북

구우산동덕성이발관 062524068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

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

반 0625291188 01099401769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하실장애인(손이자유로우신분) 악

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

0828

▲임경자씨 별세 김형묵(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차장)용숙씨 모친상 정기숙(장

덕중교사)씨시모상발인 11일(수) 스카

이장례식장 102분향소 07044819115

▲서명단씨별세최효종준종선주은

주(능주중교사)씨모친상이창남(전 대우

이사)박원균(해남신문 편집국장전 광

주매일신문사회부장)씨빙모상발인 10

일(화) 보훈병원장례식장0629739166

▲김기님씨별세홍영용영섭점옥진

옥씨 모친상발인 10일(화) 무등장례식

장 201호 0625154488

▲한태철씨 별세 종수(전남대교수)준

용정숙영자씨 부친상발인 1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임광택씨별세점수(울산현대미포조

선)채성성천(경기도 이천 다산고등학

교)성숙성심(신암초등학교)선미(광주

서구청)씨 부친상발인 10일(화) 조선대

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

8902

▲김이순씨 별세 김병수홍수씨 모친

상발인 11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

식장제5분향소 0622318905

▲곽일례씨별세정등룡(목사)민호(보

해양조 전무)재원(보성군청)모친상 김선

희(장흥유치중)최미덕(방산보건진료소)

씨 시모상발인 11일(수) 광주역장례식

장특2호실 0622644444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데 장기적으로치료를해줄수없는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캄보디아광주진

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조선대병

원 의료봉사단을 이끈 박찬국 부원장은

첫 대규모 해외봉사활동에서 보여준 저

희 직원들의 투철한 봉사 정신에 아낌없

는 격려를 보낸다면서도 이같은 아쉬움

을토로했다

박부원장은 자신이비용을내고갔던

봉사활동이었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준데다 봉사에 대한 열의와 열정

이 넘쳐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면서 현지주민을위해서무언가를하겠

다는당초의목적을이룬것은물론 교직

원들에게 우리도누군가를도와줄 수있

다는자신감을심어주는좋은기회가된

것같다고말했다

그는이어 이번진료기간동안간경화

를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피부과 및 산부인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시적으로

밖에 도움을 줄 수 없어 아쉬웠다면서

앞으로 광주진료소에서 또다시 의료봉

사활동을 한다면 광범위한 진료보다는

특화된진료를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

보겠다고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조선대 의료봉사단은 국

내 의료봉사 뿐 아니라 앞으로 여름에는

몽골겨울에는캄보디아광주진료소정기

진료등을계획하고있다면서이를실천

하는 데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

였다 특히 이번에 조선대병원 내시경 장

비를캄보디아광주진료소에기증한박부

원장은 부원장 임기 중에 내시경을 광주

진료소에 설치하고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

는 것과 현지 의사를 한국으로 불러 내시

경 진료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최권일기자 cki@

종친회

알림

모집

부음

어르신 앞에서 노래 부를 때 가장 행

복해요

노래 봉사활동에 빠져든 한 초등학생

이추운겨울지역사회에잔잔한감동을

주고있다 주인공은진도초등학교 4학년

김준수(11) 어린이 여섯 살 때 유치원에

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노래에 재능을 발

견한김군은초등학교 1학년때부터무대

에섰다

진도군청소년어울마당에참가해노래

한것이계기가돼 3년째진도지역노인복

지관 요양원 등을 방문하며 노래봉사로

재능기부를하고있다김군은매월장애

인노인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어르신이 좋아하는 흘러간 노래 등 성인

가요를부른다

특히 읍면 노인의 날과 체육대회 한

글학교행사시초청단골인사(?)다규모

가작은명절마을잔치등비공식공연까

지합치면 3년동안공연횟수가 100회를

넘는다

어린 아이답지 않게 허스키한 음성에

저음과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원

하게 부르는 모습에 어르신들은 저절로

박수를 치며 김군의 노래에빠져든다 어

르신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 행복하다는

김군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라

도 찾아가 무대에 서겠다고 야무지게 말

했다

진도군 장애인 연합회 의신면 신의회

등에서 노래 재능기부 봉사로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차례 받기도 한 김군은 학업

과노래봉사를병행하지만한번도노래

봉사를후회해본적은없다고말했다

치과의사와 가수가 꿈이기 때문에 학

업성적도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

다 김군의 아버지 태엽(45)씨는 준수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긴다

고 봐야 한다면서 해맑은 웃음과 열린

마음으로어르신에게노래를기부하는모

습을볼때행복하다고활짝웃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어르신계신곳무조건달려갈거야특화된진료로해외봉사질높일것

캄보디아광주진료소참여박찬국조선대병원부원장 노래봉사로재능기부진도초 4학년김준수군

3년째 요양원복지관등순회흘러간노래도맛깔나게간경화고혈압환자등일시도움그쳐아쉬워

조선대봉사단 몽골캄보디아정기진료예정

광주고등학교(교장 김종근)는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 봉사

를위해광주시동구계림2동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따라광주고학생들은계림2

동과 협력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창의

적체험활동을하게된다

봉사단은주기적으로지역자율방범

대와 함께 방범활동과 환경정화 활동

에 나선다 또 지역축제인 충장축제

를함께준비하기로했다

설추석등명절에는다문화가정과

홀로노인 등 소외계층과 나눔 행사도

갖는다

봉사단은 이번 설을 앞두고 학교축

제먹을거리장터수입금과학생교직

원들의 모금으로 생활용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김영택계림2동장은 학생들이지역

사회와 정을 나누고 봉사하면서 지역

사회를 배우겠다는 메시지를 접하고

큰지원군이생겼다며고마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동근(사진)조선대신문방송학과교수가한

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 대학신문

읽기강좌지원사업에선정되었다

이동근 교수는 사업 선정에 따라 2015년 1학

기에 신문방송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양

선택과목으로 신문기사정독을통한올바른사

회관 정립 강좌를 개설한다 이 강좌에서는 주

요사안에관한보수성향과진보성향그리고중도성향신문의보도

내용을비교분석한결과를학생들에게설명하고토론을실시한다

이를통해학생들이신문을규칙적이고분석적으로읽는습관을기

르게하고편향된시각에서벗어나게할계획이다또한전현직언

론인을포함한관련외부전문가를초청해특강을병행할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과 멀어지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문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문 활용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부터이사업을운영하고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

재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 부패방지 최우수기관에선정됐다

aT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하는

2014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선정됐다고 9일밝혔다권익위

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

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한반부패청렴활동과성과를평가하

고있다

aT는 그동안 임직원의 부패방지를

위해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을개정

해 부패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강도높은자구노력을기울여왔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수의계약 관

련해서도 정보공개 법인카드 모니터

링 시스템 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지속가능경영자문단)를 도입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크게 끌어 올

렸다

또 2014년에처음으로윤리청렴주

간(11월10일11월13일)을 지정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윤

리십계명 공모전

윤 리 톡 톡 (Talk

Talk) 퀴즈대회 윤

리청렴나무 만들기

등다양한프로그램

을개발윤리청렴의식을확산했다

김재수(사진) aT 사장은 이번 평가

는 그동안 전 임직원이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하고실천한결과임을인정받은

것으로앞으로도청렴혁신기관으로서

청렴문화 선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지사장 노성환)와 광주시교육청은 9

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자유학

기제교감연수를실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광주지사제공

언론진흥재단광주지사교감연수실시

이동근조선대교수대학신문읽기강좌사업선정지역사회와함께나눔실천광주고동구 계림2동 협약

aT 부패방지 최우수기관선정

광주시여성발전센터(소장황인숙)는위기에처한피해여성에게즉

각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청년대학생자원봉사자를양성하기위

한캠페인을최근개최했다 광주시여성발전센터제공

광주여성발전센터 상담자원봉사양성교육

전남대학교병원김윤하(왼쪽두번째) 진료처장이최근미국의유명

한 통합의료기관인 UC어바인 의과대학의 수잔 사무엘리 통합의

학센터장과의료협력을위한MOU를체결했다 전남대병원제공

전남대병원美UC 어바인의과대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