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제20968호2019년3월27일수요일 복 지

광산보건소 경로당등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광산보건소가다음달부터행복나루

복지관 등 노인복지관 4곳과 미등록 경

로당 15곳을 찾아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실시한다.

이번강좌는 10명의전문강사를초빙

해건강위험요인을안고있는어르신에

게 한방교육, 건강체조, 한의약 식이체

험, 한방아로마교실등 7개분야노년

기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광산보건소는다음달 2일부터 6월27

일까지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광산구관계자는 지난해한의약건강

강좌참가자3497명에게설문만족도조

사를실시해 97%로부터 매우좋음 평

가를받았다면서 보건소와복지관의협

력으로어르신들의삶에활력을불어넣

겠다고말했다. 프로그램에대한자세

한안내는보건소건강증진과방문간호

팀(960-8767, 8740)에문의하면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기부금줄어지자체장학금운영 애로
광주남구등수혜자줄이고

자체출연금편성계획도

경기침체에기부문화가경색되면서광

주 일부 자치구들이 장학 기금 확보에 어

려움을겪고있다.

26일광주시5개자치구등에따르면각

구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장학금

기탁액이감소하고있을뿐만아니라 100

만원이상고액기탁자수가큰폭으로줄

어들고 있어 장학금 기금 운영에 애로를

겪고있다는것이다.

이중남구의재단법인남구장학회에조

성된장학기금은현재 8억3000만원이다.

남구는 이 기금을 운용해 얻은 연간 이자

수입과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고등학생

과대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있다.

하지만지난해부터 1억2000만원에서1

억4000만원선이던기탁액이 8000만원으

로감소했다.더욱이 100만원이상기탁자

평년에도50명내외였으나올해는 25명으

로떨어졌다.

또 구청 공무원 150명과 주민 100명이

매월자동이체를통해정기적으로일정금

액을후원하고있지만올해새로운기탁자

는 7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기금이줄면서남구장학회는올해장학

생수혜자를줄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매년고등학생 20명과대학생 30명등총

50명에게장학금을주던것과달리올해엔

고등학생 10명,대학생 25명등총 35명에

게만지급할예정이다.

남구는 다음 달까지 공무원주민 등 지

역사회구성원들을대상으로매월 5000원

을기탁하는 1인 1계좌갖기운동을펼칠

계획이다.

북구장학회는타구에비해사정이조금

나은 상황이다. 71억원 수준으로 기금이

비교적 넉넉해 100% 이자수익으로 장학

금을지급하고있는북구장학회는올해지

난해와비슷한수준이거나조금늘려장학

금을지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그러나북구도과거줄어든이자수익탓

에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 제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이자수익이높은제2금융권으

로기금기탁처를다양화했다.

광주시 동구와 서구, 광산구의 경우 이

자수익과후원금의규모가지난해와비슷

해올해에도같은규모로장학금을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빛고을장학회도 해마다 줄어

든 기탁금 등으로 인해 장학기금 확충에

어려움을겪고있다. 2017년 7610만원이

던 기탁금이 2018년 3210만원으로 42.1

%(4400만원)나감소했다.광주시는해마

다 줄어드는 이자 소득을 고려해 올해 시

비출연금 10억원을편성할계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액

기부가 끊기는 등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

도록출연금을늘리거나후원처를발굴하

는등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항일의섬 완도소안도에보훈위탁병원

보훈처 소안의원 현판식…국비 감면진료받아

광주지방보훈청(청장하유성)이 3

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

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섬인 완도군

소안도거주보훈가족을위해 완도소

안의원을위탁병원으로지정했다.

26일광주지방보훈청에따르면지난

21일완도군완도소안의원에서위탁병

원현판식을가졌다

국가유공자위탁병원은국가유공자

등보훈의료대상자가서울및광주등

5개광역시에소재하는보훈병원에직

접가지않고거주지인근의지정된위

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제도다.

소안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대상자는지난 1일부터완도

소안의원에서 국비 또는 감면진료를

받고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은국비로진료

를받을수있으며, 75세 이상무공수

훈자, 참전유공자본인은본인부담진

료비의 60%~90%, 75세 이상 보상금

을받는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

유족은본인부담금의60%를감면받아

진료를받을수있다.

광주지방보훈청관계자는 의료복지

수혜 사각지대인 소안도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서구청2층대회의실에서지난25일지역내경로당노인들이참여하는 희喜낙樂은빛자원봉사 발대식이열렸다. <서구청제공>

광주시서구 은빛자원봉사 발대

23개경로당 100여명어르신들환경정비등나눔활동

광주시남구 숲속다람쥐교실 주말숲체험 운영

광주시남구가아이들에게숲체험활동

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26일남구에따르면광주시남구포충

사 인근에 위치한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

원과풀빛근린공원유아숲체험원에서는

숲속다람쥐교실과 가족과함께하는주

말숲체험 프로그램이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숲 속 다람쥐

교실은남구내어린이집과유치원에다니

는 7세유아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

다.숲속다람쥐교실은꼬마마법사복장

을 하고 숲 속을 뛰놀며 보물찾기와 땅속

생물과 숲 속에 사는 곤충을 찾아가며 자

연과 친해지는 관찰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숲속나무사이로전해지는시원한바

람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양

한열매와씨앗이숲에서에너지를찾아가

며성장하는과정도학습할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로 부모와 5~7세 사이의

아이가함께할수있다.이프로그램은다

음달부터매월 2회씩진행될예정이며, 1

회당 10가족이참여할수있다.

프로그램관련한궁금한사항은남구청공

원녹지과(062-607-3842)로문의하면된다.

남구 관계자는 제봉산 마법의 숲과 풀

빛근린공원유아숲체험원에서는마법과

바람, 흙, 빛등각계절별시기에맞춰다

양한 테마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서

특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

램인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최근 3년간숲속다람쥐교실프로

그램을 통해 제봉산 일대에서 숲 체험 활

동에 나선 아이들은 총 1767명으로 연평

균589명이다녀간것으로집계됐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서구가지난 25일서구청 2층대

회의실에서지역내경로당노인들과함께

은빛자원봉사발대식을개최했다.

서구에따르면은빛자원봉사는지역어

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내

기위한것으로, 삶의경륜을사회에환원

하고활기찬경로당으로육성하기위한사

업이다.

이번사업을위해서구는지난달서구자

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23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참여 경로당을

모집해 23개경로당을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자원봉사활동은

선정된 23개경로당 100여명의어르신들

이 공원, 거리청소 등 지역사회 환경정비

활동과친환경비누, 반찬만들기등을통

한나눔활동을펼치게된다.

이날발대식과함께참여자교육도함께

실시됐다.

참여노인들은시설안전관리안내영상

을시청과함께자원봉사개념및인센티브

제도, 1365포털 가입안내 등을 교육받았

다.

서구관계자는 이번은빛자원봉사사업

이지역어르신들의자율적인참여를통한

건전하고활기찬활동에도움이되길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와 어

르신들의건전한여가문화조성을위해노

력하겠다고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