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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

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

을위한연말연시위로행사용으로음향장

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및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입소안

내학생미혼모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학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

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인권침해나차별을당한장애인상

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열린마

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무료상담

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

연 약물 도박 인터넷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

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

상담센터운영0622229349

▲굿모닝보청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

검사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

각장애인 상담 거동 불편시 가정방문 청

력검사문의 0623759275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

료출장상담다중채무개인회생및파

산안내사업자및개인채권서류검토작

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

6392458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어려운노인을대상으로가사및

활동지원등의서비스를요양보호사가가

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

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

담센터무료상담서구지역중독및정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

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

담월금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

이 132 무료법률상담및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

조공단광주지부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

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

건강상담및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

구에관심많은사회인야구단원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청년부 회

원숭조돈종과유네스코세계인류문화

유산 종묘사직대제 조선왕조 500년 문

화역사를 함께할 전주이씨 또는 완산이

씨 문의 광주전남청년이화회장 이철환

0103601142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

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

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

한혼성합창단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

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등 0613839909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

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배울수있는회원선착순모집 북

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

5588 01094402512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

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

용 1만8000원 06133289912

▲대학생봉사단자원봉사상설체험

홍보 손발맛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

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

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

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

되는국제행사통역봉사활동으로외국인

과회화가가능한분 영어일어중국어불

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

사센터 0626135584

▲윤하식씨 별세 윤기봉(광주시 광산

구부구청장)씨부친상황인숙(광주시여

성청소년가족정책관)씨시부상발인 18

일(화) 빛 장례식장 3층 특실 062452

4000

▲최훈탁씨 별세 최대범대신선영씨

부친상김정화씨시부상박치면씨빙부상

발인 18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

장제2분향소 0622318902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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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밴드의첫디지털싱글앨범이나왔습

니다앨범을낸것은앞으로해야할수많은도

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광주 하면 밴드

SOOF가 떠오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

동하겠습니다

광주에서활동하는재즈밴드 SOOF가 지

난 10일디지털싱글앨범을냈다

SOOF는 우리의 우정을 걸고라는 뜻을

가진 Swear On Our Friendship의 줄임말

이다 지난 2014년만들어진그룹으로재즈사

운드를 팝힙합라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과 결합하며 창작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SOOF는 리더이자피아니스트정관영베이

시스트한수정드러머이다훈 기타리스트김

한빈 보컬박다빈씨등 20대중반의대학생으

로구성됐다

지난 10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은 White

noise다 정관영씨와 박다빈 이다훈씨가 공

동으로작곡했으며작사는보컬인박다빈씨가

맡았다 또 드러머 한웅원씨와 보조기사 김형

준씨가 참여했으며 노래는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들을수있다

White noise는 넓은음의폭을가져일상

생활에방해가되지않는소음이라는뜻이다

이번 노래는

하루를 마치고 귀

가했을 때 집안에

떠도는 알 수 없

는 공허함과 적막

함을 TV를 통해

들리는 White

Noise를 이용해

들려주고싶었어요 또새벽과아침의경계사

이를좀더극적으로표현하기위해앨범이름

을 AM519로 지었어요처음팀이만들어

진 후 정기 공연을 했던 5월 19일도 기억하고

싶었구요첫앨범이라미숙한점도있지만많

은사람이사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리더정관영(24)씨는 광주지역에서활동하

는음악팀들은새로운도전에익숙하지않다

며 버스킹 등 공연만 하는 틀을 깨고 색다른

시도를 위해 팀원들과 앨범을 냈다고 말했

다 또 앨범작업을지난해 12월부터약 8개월

간 서울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동

하는게제일힘들었다고덧붙였다

정씨는 SOOF는 광주 최고의 밴드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 편곡 작곡 연주실력

등에대해서는자부심을느낀다고했다

올해 말 정규앨범을 낼 계획인 SOOF는

앨범작업과함께공연을꾸준히열며많은사

람과소통할예정이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공연에머물지않고색다른시도하고싶었어요

(故)윤한봉(19472007) 선생의 평전 윤

한봉 북콘서트가 18일오전 10시 30분광주

광산구청 7층대회의실에서열린다

광주 광산구가 진행하는 이번 북 콘서트

는 1부 윤한봉을 기억하다와 2부 윤한봉

과우리로나눠열린다저자인안재성작가

를 초청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황풍년 전라

도닷컴 대표가 사회를 맡으며 민형배 광산

구청장과 윤한봉 선생의 조카 윤난실 광산

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한다

또 윤한봉 선생이 생전에 즐겨 듣고 부르

던 부용산과 진도아리랑을 첼로 반주에

맞춰 놀이패 신명의 김은숙 단원이 부르는

공연도마련했다

안 작가는 윤한봉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

아선생이생전에남긴회고록과각종강연

인터뷰 자료를 모으고 미국 망명 시절 활동

했던 로스앤젤레스 등 현지를 직접 찾아가

발굴한 내용을 모아 평전의 사실성과 역사

성을다졌다

강진에서 태어난 윤한봉 선생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 정지로 출소

했다 518민중항쟁

주도 혐의로 신군부

로부터 쫓기던 그는

1981년 미국으로 밀

항해 망명생활을 시

작했고 1993년 광주

로 돌아온 후 518기

념재단 창립을 주도

하고민주사회운동에헌신하다 2007년타계

했다 문의 062960888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남

악홀에서 강성복 전남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

전직원등 330여명을대상으로국가인권위광

주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국민권익위 청

렴연수원 청렴콘서트팀을 초빙해 맞춤형 인

권청렴교육을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인권보호청렴도 주무기관인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의인권청렴의식향상을위해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의 어렵고딱딱한 강

의방식에서벗어나상황극공연실제인권침

해 사례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감동을느낄수있도록해직원들로부터큰호

응을얻었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지

속적인인권청렴교육을통해전직원의인권

보호청렴문화를정착하고 도민에게신뢰받

는인권경찰상정립에적극노력하겠다고밝

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교도소 밖

병원에서치료를받던중국의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劉曉波61)가

13일(현지시간) 사망했다 그의유해는사망이

틀만인 15일바다에뿌려졌다

류샤오보 조치를 관장하는 중국 랴오닝(遼

寧)성선양(瀋陽)시사법국은인터넷홈페이지

공지문에서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아온 류

샤오보가 13일 다발성 장기기능 상실로 숨졌

다고밝혔다

류샤오보는 중국의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

하는 08헌장 선언을계기로 2009년 국가전복

선동죄로11년형을선고받아복역하던중2010

년 중국인최초로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됐

으며지난 5월말간암말기판정을받았다

중국 당국은 류샤오보를 중국의대 제1병원

에 입원시키고 중국 최고의 간암 전문의들이

가장 앞선 의술과 요법으로 그를 치료한다고

선전했으나서방으로출국해치료받기를강력

히바라던류샤오보본인의뜻을외면했다

류샤오보는 1938년 나치 산하 병원에서 사

망한 독일 평화주의자 카를 폰 오시에츠키에

이어 두번째로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노벨

상 수상자다 한편 AP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류샤오광(劉曉光)은 15일 오후 중국

당국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동생

의시신을화장하고수시간후인정오께유해

를 바다에 뿌렸다고 밝혔다 류샤오보의 친구

들과 지지자들은 중국 당국이 류샤오보의 흔

적을 영구히 지우려는 의도로 그의 유해를 바

다에뿌렸다고보고있다 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맞춤형인권청렴 교육

노벨평화상 중국 인권운동가류샤오보사망

아시아최고농산업비즈니스박람회

인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를 맡게 돼

기쁘고그만큼책임감도느낍니다

국악소녀로잘알려진국악인송소희

(여20사진)씨가 2017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나선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송씨에게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위촉장을줬다고 16일밝혔다

사무국은 송씨가 전통음악인 국악의

매력을 젊은층도 즐길 수 있도록 확장한

것처럼 전통산업인 농업의 가치도 젊은

층에게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홍

보대사로위촉했다고설명했다

송씨는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

운한국인대상을받았으며청소년적십자단체 유엔공공행정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공익활동을

펼치고있다

올해세번째인국제농업박람회는오는 10월26일부터 11월5일까

지 11일간나주시산포면전남농업기술원일원에서열린다 20개국

380개기관단체기업이참여하는대규모행사로농업관련전시

체험 비즈니스행사들이다양하게펼쳐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악소녀 송소희농업박람회홍보대사

윤한봉선생을기억하다

광주시의회

박춘수유정

심서미정 의

원이 전국시

도의회의장협

의회가 주관하

는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자로선정됐다시상식은17일대전시유성구호텔ICC에서열린다

우수의정대상은전국시도의회의원들이펼친우수한의정활동

을발굴전파하여의정역량을높이기위해제정된상으로1년동안

주민복지와지역발전에기여한공이큰의원에게수여된다

환경복지위원회박춘수시의회부의장은시정현안에대한감사

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고 1회용품(칫솔 면도기) 분리수거와 사회

복지시설의인권침해예방등활발한의정활동을펼쳤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심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행정과 재정을 전

반적으로 살펴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 공기업 대

표선임과관련해도덕성전문경영인으로서의능력등을검토해경

영부실의근절과개선방향을제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미정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각종

현장의정활동과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의제정등자치법규

제정을통해장애인들의삶의질을높이고통합사회의구현에기여

한공로를인정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춘수유정심서미정광주시의원우수의정대상

디지털 싱글 앨범 낸 광주 대학생 재즈 밴드 SOOF

20대 중반 청년들로구성

팝힙합라틴등장르결합

올해말정규앨범낼계획

디지털싱글앨범 White noise를발표한대학생재즈밴드 SOOF 왼쪽부터김한빈(기타)

한수정(베이스) 정관영(리더 피아노) 박다빈(보컬) 이다훈(드럼)

타계 10주기 맞아평전작가초청

내일 광산구청서 북 콘서트 개최

中정부 화장 유해바다에뿌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정형외과 선종근송은규

이동현여제형 교수팀이 최

근독일아헨에서열린 2017

국제 정형외과 컴퓨터 수술

학회 (CAOS Computer

Assisted Orthopedic

Surgery International)에

서 임상우수논문상을수상했다고 16일밝혔다

선교수팀은 로봇을이용한인공슬관절전치환술에서역학적정

렬방법과운동학적정렬방법에따른임상적결과와보행분석의비

교라는논문으로수상의영예를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선종근송은규교수팀임상우수논문상

선종근교수

유정심시의원

송은규교수

박춘수시의원 서미정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