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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은행 나눈만큼노후복지누려요

젊어서 실천한 나눔만큼 나이가 들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은 헌혈증서처

럼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한 뒤 필요한 사

람에게기부하거나필요에따라본인이사

용할수있는제도다

15일 광주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고

흥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

터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에참여할봉사

자모집과돌봄이필요한노인들을발굴하

고있다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사회

복지협의회는 올해 각각 8001000여명

의 봉사자를 모집해 독거노인 등 400

500여가정과연계할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 봉사활

동 시간을 점수화해 포인트로 축적관리

하고이포인트를가족또는제3자에게기

부하거나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할 수 있

는 제도다 돌봄 봉사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보건복지부는지난해하반기대구와청

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돌봄 봉사자

995명을발굴했다

돌봄 봉사자들이 지난해 6개월 동안 적

립한 포인트는 모두 5728점으로 이들은

5728시간만큼을 기부 또는 사용할 수 있

다

올해는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

군사회복지협의회등광주전남 2곳을포

함해전국 17개기관으로확대 시행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 봉사자

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에회원으로가입한후 4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돌봄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돌봄 봉사자들은 광산구사회복지협의

회등사업수행기관이선정한노인들의가

정을 정기적 방문해 여가활동 보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주택 안전관리 이미

용등봉사활동을하게된다 특히봉사자

가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 봉사활동 종류

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인1조로 활동하기

때문에부부가함께참여할수도있다

봉사자들은 1일 최대 4포인트(4시간)까

지 적립할 수 있으며 사용은 연간 200포

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나눔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적립한포인트의 20%는 의무적

으로기부해야한다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고은애 사회복

지사는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

한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며 헌혈증서

처럼 개인이 나눔을 실천한 만큼 돌려받

을수있고또필요한곳에기부할수있다

는점에서기부은행문화가정착되면사회

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말했다

문의 0629516647(광산구사회복지협

의회) 0618322500(고흥군사회복지협

의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돌봄기부은행사회공헌활동흐름

돌봄은행회원가입

교육수료(4시간)


돌봄활동

(1시간 1포인트적립)


포인트사용

(65세이후100P 적립시)

※40세이전적립포인트는 10년경과시소멸포인트기부가능

# 김모(62)최모(여59)씨 부부는 최근 신문을 보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

인문학강좌를들으며여가를보내온부부는봉사한시간만큼늙어서돌려받을수있는

기부은행 제도를보고함께봉사활동에나서기로결심했다 김씨는특히부부가 2인 1

조로봉사활동을할수있다는점에서매력을느꼈다김씨는아내와함께오전에는인문

학강좌를듣고 오후에는거동이불편한이들을보살필계획이다

돌봄봉사 1시간당 1점 적립65세 이후서비스이용

광주광산구고흥군복지협의회봉사자독거노인연계
지난해열린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광주인권사무소제공>

인권마을 어디로가야하는가?

광주인권회의와광주인권마을회의는

오는 31일 오후 4시 동구 금남로 5가 국

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내 광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제38차 인권정책라

운드테이블을개최한다

이날 주제는 인권마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로 광주에서 지난 2013년부터

인권문화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

는 있는 인권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해

함께토론할계획이다

또일곡마을박필순씨수완마을손미

애씨문산마을박태규씨등이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광주에서는 광주시의 제안으로

8개 마을이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

여하고있고 올해도 4개 마을이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마을은 인권도시

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여타의 마을 만들기 사

업과는성격과내용에있어서차별성을

보여주고있다는평가도있다 참여하고

있는마을들역시정확한본보기가없는

인권마을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

력하고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마을이란 무엇인

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의미

있는흐름을만들고있는지등에대해서

논의된적은없는상황이다

광주인권회의관계자는이날토론은

인권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논의거리를 제안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이라며 인권마을의 현재와 전망 한계

와 가능성 고민과 문제의식 등에 대해

인권마을 참여자들 유관기관 관심 있

는시민들이함께토론하고지혜를모았

으면한다고밝혔다

한편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

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

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 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

고 토론하기도하는장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동구는 사회보장급여 서비

스를받는복지대상자의자격및급여

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상반기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

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

금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등 13

개 복지사업 대상자로 모두 3305세대

이다

이번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65종의 소득재산 정보

를연계한최근공적자료등을반영함

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

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또한 대상자가 소득재산 조회결

과가사실과다르다며관련자료제출

시 공적자료 수정 후 결과를 적용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

가보호되는사례를미연에방지할것

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맞춤

형복지서비스행정및복지안정망강

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연령이 낮고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다

문화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들의 경우 4년 전보다 다문화

사회수용성은높아졌지만여전히주요선

진국에비해낮은것으로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국

민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령대별 다문화수용성은 청소년(중고생)

이 6763점으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이

어 20대 5750점 30대 5675점 40대 5442

점 50대 5147점 60대 이상 4877점으로

젊은연령층일수록다문화에수용적인것

으로조사됐다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해㈜한국갤럽이조사한이번조사는

지난해 9월10일11월10일 전국 1974

세 성인 4000명과 청소년 3640명을 대상

으로이뤄졌다

성인의다문화수용성지수는 5395점으

로지난 2012년(5117점)에비해 278점높

아졌고 청소년(중고생)은 6763점으로

지난 2012년(6012점)보다 향상됐다 여가

부는 지난 2012년 당시와 조사 척도의 차

이가있어단순비교는어렵지만일부향상

된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

하지만성인의다문화수용성은주요선

진국에비해낮았다

주요 국제지표 항목 중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라는 문

항에 한국의 경우 604%가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스웨덴은 145% 독일 415%

미국 505% 호주 51%에 그쳤다 또 한국

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

로 삼고싶지않음 정도가 318%로 미국

(137%) 독일(215%) 스웨덴(35%) 호

주(106%)에비해높았다

또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

화수용성지수가높은경향을보였다

최종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다문화수용

성이 6209%로 가장 높고 이어 4년제 대

학(5638%) 전문대(5549%) 고등학교

(5326) 중학교(4783%) 순으로 집계됐

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600만원 이상

에서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만원 미만에서 5172%로 가장 낮은 것으

로확인됐다

우리나라국민의다문화교육이수와활

동 참여도 저조했다 성인의 경우 다문화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55% 자원봉사 참

여 42% 동호회 참여 27%에 불과했다

청소년은 최근 1년간 다문화 교육 참여했

다는응답이 257%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들은 화이트 데이를

맞아지난 14일오전북구우산중학교에서경찰관 교

사 학생등 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포돌이포순이와함께하는등굣길우정사탕

나누기캠페인을진행했다 광주북부경찰서제공

우정나누는등굣길

젊고학력높을수록다문화에긍정적 광주동구 복지대상자점검

기초생활장애인연금등

광주인권회의 31일 토론회

인권마을현실화방안논의

연령대별다문화수용성

575
568

544
515

488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점)

교육수준별다문화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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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555
564

621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점)
소득수준별다문화수용성

(만원)

517 527
541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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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561 (점)

100
미만

100
119

200
299

300
399

400
499

500
599

600
이상

다문화수용성 4년전보다향상청소년최고60대최저

외국인 이웃 싫다 318%로 선진국 비해 월등히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