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도 싸게 사고 수익금으로 난치병 환자도

도울 수 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은 10일부터 21일

까지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사랑 나눔 도서

바자회’를 개최한다.

2008년 처음 개최한 도서바자회는 그간 지

역사회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다. 올해 역시 동강병원 사회사업실과 도서할

인행사 전문업체인 ‘Open book’이 함께 준

비했다.

‘Open book’은 바자회 기간 중 발생한 판

매금액 중 25%를 동강병원에 기부한다. 기

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

는 환자나 난치병환자를 돕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은

시중 가격보다 45~65% 할인된 가격이다. 신

간은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색칠공부, 스티커북, 퍼즐

을 비롯해 추리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

의 도서가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동강병원 이혜숙 사회

사업가는 “도서바자회 행사를 통해 좋은 책을

싸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한다”면서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를 돕기 위한 도서바

자회 행사가 성황리에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양희은 기자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신문8 사 람들

동강병원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본관 로비에서 사랑 나눔 도서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발

생한 판매금액 25%는 난치병환자를 돕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저렴한 도서구입에 나눔까지‘일석이조’
동강병원 21일까지 도서바자회

수익금 난치병환자 지원

동강병원-日하라산신병원 국제교류   동강병원은 지난 9일

부터 오는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하라산신병원과 제5회 한일 국제의료

교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오리엔테이션 후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천 일반산단 방문   10일 울주군 반천 일반산단을 방문한 울산

시 이태성 경제부시장이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북구 매곡산업단지 간담   북구는 10일 북구 매곡일반산업단지

㈜한국몰드 회의실에서 박천동 구청장과 26개 입주기업체 대표들이 참

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삼거리 도로개설 주민설명   10일 열린 동구 안산삼거리

(중2-488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권명호 동구청

장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피닉스골프클럽 나눔명패   남구 달동

의 피닉스골프클럽(대표 최정숙)은 10일 대한

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회장 김명규)에 나

눔실천 명패달기 451호점으로 등록했다.

울산구치소는 10일 울산화목봉사회 공연팀을

초청, 수용자들을 위한 ‘한마음 음악축제’를 열

었다. 

재온산대구·경북향우회 친목산행   재온산대구·경북향우

회(회장 권오용)는 지난 9일 회원 친목도모를 위해 해남땅끝마을, 두륜산

산행 행사를 가졌다.

남구는 10일부터 19일까지 작은도서관(마을

문고) 13개소 자원봉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2동 전산교육장외 4개소에서 도서 전산시

스템 및 사서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동구 및 북구보건소는 10

일 울산시민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강좌를 열었다.

여성과 정치포럼 발족   10일 울산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과 정치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에서 이영순 대표(전 국회의원)와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 남구는 오는 19일까지 지역의 작

은도서관 13곳의 자원봉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사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뤄진 교육은 신정2동 전산

교육장 등 4곳에서 나눠 전산시스템과

사서실무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

육은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

서 전산시스템과 책 구입부터 정리, 폐기

까지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주성미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정충훈)는 10일 지역

사회와 연계해 수용자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울산화목봉사회 공연팀’을 초

청,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안정을

위한 음악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울산화목봉사회 공연팀은 소내

대강당에서 국악연주와 함께 건전가요,

색소폰 연주 등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인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

는데 도움을 주었다. 박선열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와 울산 동구

및 북구보건소는 10일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7

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보건담당

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 울산시민을 위

한 환경성질환 예방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지역주민들에게 겨울철 건

조한 날씨와 함께 심해지는 환경성질환을 예방

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했다. 

울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이태훈 교수가

‘천식 바로알기’,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심창선 교수가 ‘알레르기질환의 환경관리’를 주

제로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

가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김양호 센터

장은 “울산지역은 산업 수도에 동반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알레르기 비염, 아

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취약하다”

며 “환경보건센터는 주민들의 환경성질환에 대

한 정확한 인식과 예방관리에 힘쓸 계획”이라

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는 2009년 환

경부로부터 지정돼 울산지역의 아토피질환 유

병률 조사와 환경요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희은 기자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알레르기질환 강좌’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한마음 음악축제’ 열어

남구 작은도서관 실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