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2018년도 10월 광주전남북지역본부에 입사 후 첫 제주

도 출장 및 워크숍을 다녀왔다. 원래는 분기마다 몇 명

씩만 가던 제주도 출장을 이번엔 이례적으로 출장 및 워

크숍을 겸하여 팀 전체가 함께하는 기회가 생겼다.

처음으로 제주 출장과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볼 생각에 많은 설렘과 기

대를 안고 출발하였다. 평소 적은 인원으로 출장 준비를 하던 것에 비해 많은 인원

이 움직이는지라 출장 준비부터 부산하였지만 모두 잘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

발하였다.

처음 5일간의 출장 동안 열심히 일도 하였지만 이동하는 중간에 해안도로나 퇴근 후 

제주 현지 음식인 흑돼지나 회, 귤 등의 맛있는 제주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직원들끼리는 업무종료 후 천지연 폭포, 용두암과 같은 여러 관광지도 구경할 

수 있었다. 팀원들과 숙소 주변에서 볼링이나 야구 등으로 함께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2018년도 광주전남북지역본부 환경위생팀 

글 광주전남북지역본부 환경위생팀 정유석 사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제주의 밤은 푸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이번 워크숍과 야유회는 마음마저 알찬 시간이었다. 

제주도	워크숍	및	야유회

팀과	함께	:	인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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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은 다 같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시작하여 

지정측정기관평가, 분석방법 및 사무실공기질 측

정 등 선배들의 지식 공유와 현재 우리 부서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열정적인 토론을 하였다. 또한 중

간에 단합 목적으로 선상 낚시를 하러 갔는데 깨끗

한 제주 바다 위에서 즐겁게 낚시를 하고 잡은 물

고기로 회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이 되고 나서 해변 주변의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노을 진 바다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면서 

여러 선배와 그동안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많은 얘

기들로 친목의 시간을 가졌으며, 나에겐 아직 낯설

었던 제주도 직원분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모두 일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수려한 경치와 맛있

는 음식 등 많은 관광자원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일

주일을 보냈고 정말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

었다. 팀의 단합을 위해 이런 자리와 지원을 마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

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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