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녹색학부모회 1365포털가입 안내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0-12 (031)768-8782

새롭게 (知)
바르게 (德)
튼튼하게(體)

탄벌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금 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실 녹색
학부모회분들께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 더하기 학부모님도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활동에 앞서 아래의 매뉴얼
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꼭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녹색학부모(폴리스), 안전지킴이, 도서관
명예사서 등 자원봉사활동 어떻게 하나요?
1.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회원 가입하기
1365 자원봉사 포털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자원봉사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아 전국의 자원봉사
자료를 검색,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① 1365자원봉사포털 클릭 (www.1365.go.kr) - 네이버, 다음 등에서 ‘1365’로 검색
② 성명/주민번호 입력, 실명인증(본인명의 주민번호,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
입력 후 가입 진행,
③ 부가정보 입력 시 봉사희망지역을 ‘경기도 -> 광주시’ 로 설정
④ 회원가입 완료
⑤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ID/비밀번호 분실 시, ID/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알기 힘든 경우
자원봉사센터(031-798-1365, 768-1365)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2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활동시 안전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기본 매뉴얼을 지키며 활동합니다.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담당자 분께서는 활동 일지에 기록된 사항을 토대로 녹색학부모(폴리스)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메일(gjvol@hanmail.net) 또는 FAX (031-764-1365)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처리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답신해 드리니, FAX보다는 이메일을 권장(직인은
스캔하여 첫장에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작성양식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jvol.or.kr) 정보센터->서식자료실 "녹색어머니 및
어머니폴리스 활동 확인서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필수 포함 내용(학교장 직인, 봉사자이름,

생년월일(YYYYMMDD), 봉사내용,

봉사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대폰 번호)
4. 봉사확인서 발급
나의자원봉사>봉사참여 실적에서 봉사실적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가
필요하시면 광주시자원봉사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녹색어머니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를 위한 혜택은 없나요?
1.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 ․ 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하기 위함.

가. 자원봉사활동중이라 함은?
-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주소지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인 때
나. 보장 내용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신체적, 손실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다. 가입대상 : 1365 자원봉사 포털 등록된 봉사자(www.1365.go.kr)
※ 소속센터는 반드시 광주시자원봉사센터로.
라. 가입비용 :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액 지원
마. 가입방법 및 청구 : 특별한 절차 없이 1365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가입하면 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원봉사센터로 전화 주시면 처리해드립니다.
바. 보장내용

보 장 내 역

구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입원일당

배상책임(봉사자)

2억원

2억원

5만원

3만원

3천만원

영업배상(센터)

구내치료비

화상/골절진단금

화상/골절수술비

상해통원일당

5억원

2천만원

50만원/50만원

50만원/50만원

3만원

필수

폭력피해

얼굴성형

헌혈후유증

식중독보상금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의사상자

성폭력보상

성폭력상해보상

2억원

1천만원

500만원

특정전염병보상 자동차교통상해위로
100만원

200만원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교통사고처리지원 일반음식물배상책임
300만원

3천만원

10억원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정이란?
자원봉사자가 할인가맹점에서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신 경우 약정할인율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할인가맹점 리스트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나. 할인가맴점을 이용하려면
-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우 464-902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75번길 12 / 홈페이지 http://www.gjvol.or.kr
전화 031-798-1365 / 768-1365
FAX 031-764-1365 / 이메일 gjvol@hanmail.net

탄벌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