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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 방에서생활하는사랑이네의꿈

열악한주거환경에서생활하는지역어린이들에

게꿈과 희망을선물하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가 올해도시작된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전남과

경북 등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화합을 위해 전남

도와 경북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동협력 프

로젝트다 국내 저소득 아동들의 안정적인 경제지

원을위해 3개기관이뜻을모은것이다

전남과경북에서각각1004명의정기후원자를발

굴 연간 1억원의일시후원금모금에들어간다 후

원금은 전남경북간 교차지원을 통해 지역 빈곤가

정아동들의주택지원사업에쓰인다 일명 천사보

금자리다

지난해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에서정기후원자

858명을발굴하고일시후원금69건(1375만원)을모

아화재로집을잃었던보성군영광이(가명4)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물한 바 있다 광주일보 2016년

1월 19일자 22면

전남지역에는최저주거기준에못미치는환경에

서살고있는가정이 10가구중 1가구에달한다

7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저주거기준미달가

구 비율은 경북이 전체(102만 7000가구)의 117%

인 12만 가구로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

다 뒤를이어전남이전체(65만가구)의 112%인 7

만3000가구다 전남도와 경북도가 동서화합 프로

젝트를 통해 정기일시후원금을 모아 주거환경이

열악한지역아동들에게 새집을마련하기로손을

맞잡은이유다

전남경북도 지역 후원자들의 성금의 일부는 양

지역 어린이 문화예술 교류사업에도 쓰인다 이는

계층지역세대간갈등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기회

를제공한다 아동의정서심리적발달을도와빈곤

문화를 개선하고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

에게지역간갈등을물려주지않겠다는것이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정기후원 일시후원을

원하는개인이나기업은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남

지역본부(0612740041) 또는 전남도청 여성가족

정책관실(0612865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

계좌번호는 농협 3010081614811(예금주 어린

이재단)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주택지원대상자인사랑이네가족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제공

전남경북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장마철앞둔해남 6남매가족비좁은패널건물거주

후원자 1004명씩 발굴각각 1억원모금교차지원

직장을그만둔여성 10명중 4명은아이를믿

고 맡길 곳이 없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육아정책연구소에의뢰해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314%가 취업 상태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이유로 자녀를 믿고

맡길곳이마땅치않음(430%)을가장많이꼽

았다 이어 몸이힘들어서(270%) 일이육아

에 지장을 줘서(160%)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67%) 기타(53%) 발전 가능성이 희

박해서(19%) 순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779%는 추가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없다고했다

자녀가 2명이거나 3명 이상일 때 현재 자녀

로 충분해서라는 응답(각각 615% 78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자녀가 1명일 때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299%)라는 대답은 떨

어지고 대신 영유아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278%) 취학후교육비부담때문에(213%)

직장생활로 바빠서(120%) 등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높았다

일하지않는전업주부가취업하지않는이유

로 649%는 자녀양육과가사에전념하기위해

서라고했고 이어 자녀를안심하고맡길곳이

없어서(215%)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8

3%) 등이었다

직장에서일하면서애를키우는취업모를대

상으로 자녀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을 조사해보

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와 어린이집유치

원에부모가참여해야할때상대적으로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593가

구 아동 356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동구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청춘다방이 문을열었다

7일 동구에따르면청춘다방은학동증심사입

구역 1번출구지하상가에위치하고있으며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7시까지운영한다

청춘다방은커피뿐아니라어르신들이직접만

든 레몬청 즉석김밥 비누 방향제 등을 저렴한

가격에판매하고있다

청춘다방은 2016년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

원 사업의 일환으로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에게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 동구시니어클럽이운영을맡고있다

동구 관계자는 청춘다방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문의 062223881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춘다방 문 열어연륜의 입담은덤이죠

광주동구노인일자리사업

위이이잉 해남군에있는한정미소 이른새벽부터굉음을

울리며 벼건조기가 돌아간다 정미소안 컨테이너에서 뒤척이던

6살 사랑이(가명여)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다 사랑이네

육남매를괴롭히는건굉음만이아니다

건조기에서뿜어져나오는미세먼지는사랑이와마음이(가명여3)의 기

관지를괴롭힌다 기침이하루도멈춘날이없다 햇볕이들지않은데다냉

난방도되질않는다 그나마집주인의갑작스런퇴거통보에집을비워줄수

밖에없었다

갈곳이마땅치않았던사랑이네는인근외삼촌댁으로들어갔다 595

(18평) 남짓한이집에서외삼촌가족과사랑이네까지모두 13명이모여산

다방두개달린작은집은몸을뉘우는것도벅차다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 건물 외벽에 조립식 패널을 덧대 165(5

평)짜리 공간을 만들었다 철기둥 몇 개가 패널 지붕을 위태롭게 떠받치

고있다 장판도깔지못한콘크리트바닥위로달랑침대하나가놓여있

다

하지만 사랑이네는흔한컨테이너집조차구할수없었다 선천성백내장

을앓고있는사랑이와지난해하반신에큰화상을입어치료를받고있는마

음이의 병원비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00만원짜리 컨테이너는

꿈도꾸지못한다

몇해전교통사고합의금으로수천만원의빚을진아빠 만삭의몸을이

끌고들에나가일하는엄마 겨울추위는버텨냈지만다가오는여름무더

위가큰걱정이다다음달이면막내도태어난다

퇴직여성 43% 아이맡길데없어일관둬

자녀를가진여성의퇴직이유

자료보건복지부2015년보육실태조사

단위

%

자녀를믿고맡길

곳이마땅치않음

43

몸이힘들어서

27

일이육아에

지장을줘서

16

맡기는비용이

많이들어서

67
기타

53

발전가능성이희박해서

19

복지부 2015년 보육실태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