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류 주요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미술활동, 음악치료, 원예치료, 노래교실, 클레이아트, 

동화교실, 종이접기, 민요교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실버운동, 실버요가, 치료레크레이션

사회적응 프로그램 나들이, 세상읽기 등

이동서비스 차량 송영

기능회복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발 마사지 등

영양서비스 중·석식, 간식 제공

위생·청결서비스 목욕서비스, 구강관리 등

건강지원서비스 건강체크, 촉탁의 진료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등급대상자 및 등외자  

  이용시간 - 평일 : 월요일 ~ 금요일 08:00~22:00 

           토요일 08:30~18:00

  이  용  료 : 200,240원 / 월 (2016년 수가기준)

  (3등급 월~금 하루 8시간 20일 기준)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의 장점

  - 하나, 편리한 위치, 넓고 쾌적한 시설

  - 둘, 인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진행

  - 셋, 친환경 건축물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는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하시는 곳으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해 드리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입니다.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모집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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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가꾸는 새해를 기약하며
 사람을 보내는 기아대책의 정신으로 2011년 길을 열게 된 

우리마포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꿈꾸며 지난 5년을 달

려왔습니다. 어느덧 8,30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현

재에도 꾸준히 새로운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100여명이 넘는 장애인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들과 장애인분들의 기쁨의 쉼터이자 새로운 활력이 되고자 

노력해온 직원들과 더불어 기꺼이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주

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이용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우리마포복지관이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올 1년은 지나간 5년을 회상하며 기뻐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해였습니다.

어느새 달력이 올해의 마지막 달을 가리키며 좋은 꿈을 실천

에 옮기는 시기가 왔노라고 알려주는 듯합니다. 정유년(丁酉

年) 새해를 앞두고, 마음이 먼저 평소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과 더불어 꿈꾸던 소망에 다다랐기를 바래봅니다. 마음은 우

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에 맞춰 행동이 변화되어야 

할 테니까요. 마음속에 품은 꿈을 현실로 이루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나눔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매일 청소해도 먼지가 나오는 걸까요? 하고 어르신

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매일 가꾸어

야 수명이 오래가고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몇 년 만 

방치해도 금세 낡고 쇠락해진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마음도 사람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매일 들여다보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허물어질 듯 말듯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주

관하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섬기는 것에 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본받으며, 

장애인분들과 같이 웃음 짓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활력 있는 새해를 위하여 복지관은 

정체해 있지 않고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 우리의 꿈을 좇아 살며 지식과 지혜의 견문을 넓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인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꾸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내적인 건강함을 추구하고 지

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이루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정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장 박소현

02 인사말 & 복지뉴스

인사말

복/지/뉴/스
노인 절반은 빈곤 상태…국민 56.6%

“노후준비 못 한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

융·복지조사 결과ʼ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

율은 48.1%에 달했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균등

화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6.6%, 

2012년 16.5%, 2013년과 2014년 각각 16.3%에서 2015년 

16.0%까지 낮아졌다. 빈곤율을 비롯한 소득분배지표는 기

초연금, 맞춤형 급여 도입 등 복지확충으로 개선되는 추세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은퇴연령층의 빈곤율 역시 2014

년 48.3%에서 2015년 48.1%로 0.2%포인트 낮아지긴 했다. 

다만, 근로연령층(11.1%)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014년 11.9%에서 0.8%포

인트 낮아졌다. 

[비즈N 2016.12.20.]

장래인구추계

● 총인구 앞으로 15년 후인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

●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

●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5년에는 -1.03% 수준

●  202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감소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 

●  유소년인구(0~14세)는 2015년 703만 명에서 2020년 

  657만 명, 2065년 41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 명에서 2025년

  708만 명으로 감소, 향후 10년간 184만 명이 감소할 전망

●  중위연령은 2015년 40.9세에서 2033년 50세를 넘고, 

  2065년 58.7세까지 증가할 전망

●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

 2015년 36.2명에서 2065년 108.7명으로 3배 증가

●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고, 2065년 442.3명으로 2015년 대비 4.4배가 될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2016.12.8.]

서울시	“50+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1천575개	만들었다”

서울시는 올해 1천 575개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19일에 밝혔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50+세대가 경륜을 활용

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

원받는 것으로 월 57시간을 기준으로 활동비 42만 7천500

원을 받는다.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

으며, 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보람일자리 사업은 719명,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사회공

헌활동지원 사업은 856명이 참가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경쟁률이 2.2대 1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연합뉴스 2016.12.19.]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 분야

2017년 노인분야의 총 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기초연

금 8조 961억 원과 노인복지정책관 소관 예산 1조 4,2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분야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9

조 4,762억 원, 기금예산은 4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노인분야 예산의 99.5%를 차지한다. 2017년 노인분야 예산

은 2016년 예산에서 2.8%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2.6%,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3.7%와 비교

해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

지부 소관 예산 57조 6,789억 원의 16.5%, 사회복지분야 예

산 47조 8,076억 원의 19.9%를 차지한다.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증감 

없이 동일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

난해 20.2%에서 소폭 감소했다. 노인 1인당 노인분야 예산

은 2017년 1,337,309원으로 지난해 1,349,193원보다 11,884원

이 감소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7년 노인 1인당 200,058원으로 지난해 202,752 보다 

2,694원이 감소해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이 지난해 보다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65985]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 분야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413

억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1.2% 감소한다. 2016년도 장애

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증가율이 1.0%로 상당히 낮

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 대비 장애

인복지예산의 비중은 3.37%로 이는 2016년도의 비중인 

3.49%보다 하락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사업이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6%, 장애

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23.4%로 세 사업은 합쳐서 

85.2%를 차지한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위의 3대 

사업의 증가율은 0.27%(약 46억 원 증가)로 장애인복지예산 

전체가 1.2% 감소한 것보다는 높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

은 아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낮은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다.

[http://cpmadang.org/collection/86977]

*정리 : 조병준 부장

지부 소관 예산 57조 6,789억 원의 16.5%, 사회복지분야 예

복지뉴스



03 우리복지 인물 & 칼럼

서경석
칼럼

‘1인 가구’라 하면 힘들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떠오른다. 하지만 요즘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20대부터 고령층까지 모든 연

령대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우리

나라 인구 중 52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청 발표

도 있었다.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평균수

명이 증가하여 고령화가 되어가고, 취업난으로 

인해 함께 일하는 일터(직장)를 구하지 못하며,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웃이 사라져가고, 미혼

율 증가와 핵가족화 등일 것이다.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사람들의 증가는 이미 단순한 트렌드 현상을 넘어 우

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삶의 스타일에 혼족(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먹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창(혼자 노래방가기) 등의 문화가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내 

자신이 혼자 밥 먹는 것은 더더욱 쑥스러운 일이었으나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혼자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곤 한다.

이와 같은 혼족들의 탄생은 경제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언제라도 필요한 생필품을 소량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집 가까운 편의점이 급

증하고 혼자 자고 혼자 먹고 할 수 있는 원룸, 1인 전용식당, 배달음식 등의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

동물, 반려식물 등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1인 가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등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

되면 고독한 삶을 살게 되고 노인들의 경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인간은 혼자 보다 3~4명의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스스로 이웃

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노인복지관의 기능도 

대부분 강의 위주의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마

을 공동체로서의 기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자 외롭게 사는 주거

형태 보다는 세대가 통합하여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유주택 등이 좋은 대

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100세 시대, 우리에게 1인 가구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인데, 건

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 모두가 “따로 또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

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사회복지사, 경영학 박사

우리마포복지관 운영위원장               

허남철

시니어와 1인가구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수호(가명·19·뇌병변

장애1급)군은 25일 종일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찬송을 불렀다.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는 이 군

은 하반신을 쓸 수 없으나 함께 크리스마스 새

벽송을 다니며 목청껏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을 불렀다. 이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때부

터 할머니(73)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장애

인 수당과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왔다. 환한 얼

굴로 찬송을 부르는 이군이지만 요즘 큰 걱정이 

생겼다. 할머니가 지난달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석에 누운 할머니는 

홀로 남겨질 손자가 더 걱정이다. 올해 대학교 기독교학부에 합격했지만 수 

백 만원의 등록금과 입학금을 낼 수 없다고 한다. 

 겨울의 눈은 낭만적일 수도 있고, 생활에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듯이, 

겨울은 스키를 즐기거나 겨울여행을 할 수 있는 낭만의 계절일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겨울이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지만 따뜻함이라는 것을 떠올린다. 추위가 있

으니까 난방으로 실내를 데우고 두툼한 겨울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

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음식과 뜨끈한 국물도 겨울의 계절을 즐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겨울의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다. 집이 낡아서, 난방이 안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집에서도 따뜻함을 누리

지 못하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 이들은 겨울이 낭만은 커녕 생존을 위

해 이겨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

본적인 것인데,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

다. 다행인 것은 이들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수호 군의 사

연이 실린 위의 국민일보 기사를 읽고 이군의 할머니 나이라면서 한 할머니

가 등록금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철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다. 연탄

이다. 후원자들이 연탄을 기증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연탄 배달하는 모습을 보

면 다시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 자선냄비도 등장한다. 따뜻

한 사람들의 나눔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체온을 나

누는 것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작은 행복을 주

고,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한다. 구호 복지단체인 기아대책에서

도 매년 겨울철 ‘희망온(溫)’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

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캠페인이다.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여러 나눔 운동

이 위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희망온 ‘ 캠페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온정이 이

어지고 있다. 나의 작은 나눔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줄 수 

있다. 그 희망이 문제의 해결은 물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힘을 준다. 우

리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희망온(溫)’



장애인 복지노인복지

제주도 근무자 캠프
보호작업장에서는 지난 9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

지 근무자들 12명과 함께 제주도로 근무자캠프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경험해본 적 있는 근무자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처

음 경험해보는 근무자도 있어 설렘과 걱정 가득한 캠프였다. 

제주도 도착 후 지역음식으로 유명한 몸(해조류)국도 맛보고, 

제2의 제주도라 불리는 우도와 유명한 동문시장 등을 방문하

여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왔으며, 근무자들이 모두 2박3일은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만

큼 즐겁고 행복 가득한 캠프였다. 자연경관과 날씨, 맛있는 음식의 삼박자가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근무자 캠프였으며, 캠프에서 돌아와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근무자들이 소외감

을 느끼지 않도록 캠프에 참여한 근무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간식비를 모아 초콜릿을 구

입하고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 김수정 사회복지사

보호작업장에서는 지난 9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

지 근무자들 12명과 함께 제주도로 근무자캠프를 다녀왔다. 지 근무자들 12명과 함께 제주도로 근무자캠프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경험해본 적 있는 근무자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처

음 경험해보는 근무자도 있어 설렘과 걱정 가득한 캠프였다. 

제주도 도착 후 지역음식으로 유명한 몸(해조류)국도 맛보고, 

제2의 제주도라 불리는 우도와 유명한 동문시장 등을 방문하

여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왔으며, 근무자들이 모두 2박3일은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만

이길현 군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상
재활치료센터에 복무중인 이길현 사회복무요원은 본 센

터에 배치 받아 성실한 태도로 장애아동치료 관련 업무

를 지원하였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적장애로 인

해 학습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2년동안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2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11월 초 대학 수시 

합격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길현 군은 성실한 복무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어 제3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

서 사회복지분야 모범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되어 보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유지애 사회복지사

<경찰박물관> 현장학습 실시
주간이용센터는 11월 25일 금요일 종로구에 위

치한 경찰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

번 현장학습에는 SCI(국제시민봉사회) 봉사자

들이 이용인과 함께 하여 활력을 더했다. 경찰

박물관에는 다양한 감각적 체험이 층별로 마련

되어 있었다. 이용인들은 순찰차 탑승부터 경

찰복 착용, 시뮬레이션 사격, 지문 인식기 사

용, 수갑 착용, 유치장 체험, 영상물 관람까지의 활동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경찰

의 역할을 체험해 보았다. 꿈이 경찰이었던 이용인은 경찰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를 탔

던 순간이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는다 하였다. 경찰에 대해 어렵고 멀게 느꼈던 이용

인은 경찰의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레 수고와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 황미희 사회복지사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청소년 환아 치료비 지원 선정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김00아동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에서 지원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소아·청소년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년간 1,000만원의 치료

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고

자 한다.                                   * 유지애 사회복지사

동물매개활동 진행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서울연희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과와 연계하여 지난 9월부터 12

월까지 총10회기에 걸쳐 동물매개활동을 진행하였다. 3학기에 걸쳐 진행한 동물매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달 촉

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매개활동이 앞으로 보편화되어 많은 아

동들이 경험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유지애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센터에 복무중인 이길현 사회복무요원은 본 센

터에 배치 받아 성실한 태도로 장애아동치료 관련 업무

를 지원하였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적장애로 인

해 학습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2년동안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2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11월 초 대학 수시 

합격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길현 군은 성실한 복무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어 제3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

서 사회복지분야 모범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되어 보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주간이용센터는 11월 25일 금요일 종로구에 위

치한 경찰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

번 현장학습에는 SCI(국제시민봉사회) 봉사자

들이 이용인과 함께 하여 활력을 더했다. 경찰

박물관에는 다양한 감각적 체험이 층별로 마련

되어 있었다. 이용인들은 순찰차 탑승부터 경

찰복 착용, 시뮬레이션 사격, 지문 인식기 사

용, 수갑 착용, 유치장 체험, 영상물 관람까지의 활동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경찰

04 우리마포복지관 소식

SK 스마트폰 활용교육

우리마포복지관에서는 SK Telecom, SK 

SUNNY,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

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9월부터 12월까

지 진행하였다. 어르신과 대학생 봉사자가 

1:1로 매칭이 되어 스마트폰의 장치 명칭과 

사용법,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실

생활 적용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우리마포복지관의 스마트한 어르신의 활

동을 기대해본다.                                                                 * 안문혁 사회복지사

우리마포복지관에서는 SK Telecom, SK 

SUNNY,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

으로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9월부터 12월까

지 진행하였다. 어르신과 대학생 봉사자가 

1:1로 매칭이 되어 스마트폰의 장치 명칭과 

사용법,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차 문화행사 실시

지난 11월 10일(목), 우리마포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노케어(연중, 일반)사

업 참여자 3차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86명

의 어르신과 우리마포복지관 직원 4명이 참여하

였고, 가을 단풍과 전통민속공연을 체험할 수 있

는 값진 시간이었다. 참여자 문화행사는 노노케어(연중, 일반)사업 참여자를 대상으

로 문화 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과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매 해 실시되었고, 

올해는 이례적으로 3회에 걸쳐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모든 참여자가 문화체험의 기

회를 제공받았다. 한편 노노케어(연중, 일반)사업은 지난 12월 6~7일 양일에 걸쳐 

최종평가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의 사업을 종결하였다. * 방성선 사회복지사

지난 11월 10일(목), 우리마포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노케어(연중, 일반)사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노케어(연중, 일반)사

업 참여자 3차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86명

의 어르신과 우리마포복지관 직원 4명이 참여하

였고, 가을 단풍과 전통민속공연을 체험할 수 있

우리마포복지관 세련된 시니어 봉사단 워크샵

한 해 동안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나눔을 몸소 실천

한 우리마포복지관의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인 '세련

된 시니어 봉사단'이 2016년 11월 15일 경기도 광주

시 곤지암읍 일대로 워크샵을 다녀왔다. 안내봉사

단, 뮤직봉사단, 햇살봉사단, 미술봉사단, 생명사

랑지킴이, 연주봉사단으로 구성된 '세.시.봉'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봉사단원의 소

진을 예방하고 단원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 정덕진 사회복지사

한 해 동안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나눔을 몸소 실천

한 우리마포복지관의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인 '세련

된 시니어 봉사단'이 2016년 11월 15일 경기도 광주

시 곤지암읍 일대로 워크샵을 다녀왔다. 안내봉사

단, 뮤직봉사단, 햇살봉사단, 미술봉사단, 생명사

사회교육 공연 발표회

2016년 12월 5일(월), 우리마포복지관은 서

대문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6년 사회교

육 공연발표회”를 진행하였다. 11개의 반

(청춘합창단, 라인댄스, 실버방송댄스, 한

국무용, 우쿠렐레, 오카리나, 하모니카. 통

기타. 색소폰기초·중급·고급반)에서 총 

174명이 공연에 참여하여 일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했다.  * 박지아 사회복지사

2016년 12월 5일(월), 우리마포복지관은 서

대문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6년 사회교

육 공연발표회”를 진행하였다. 11개의 반

(청춘합창단, 라인댄스, 실버방송댄스, 한

국무용, 우쿠렐레, 오카리나, 하모니카. 통

기타. 색소폰기초·중급·고급반)에서 총 

사회교육 작품전시회

지난 12월 5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3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아크릴, 수채화, 서예, 손뜨개, 

캘리그라피, POP, 데생, 미술아카데미, 

사진교실)의 작품전시회를 진행하였다. 1

인 1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총 110여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작품전시회는 복지관 

내부가 아닌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실력 향

상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안문혁 사회복지사

지난 12월 5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3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아크릴, 수채화, 서예, 손뜨개, 

캘리그라피, POP, 데생, 미술아카데미, 

사진교실)의 작품전시회를 진행하였다. 1

인 1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총 110여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작품전시회는 복지관 

연합연극제 “달콤한 내인생”  

2016년 11월 25일(금), 대학로 해피씨어터에

서 3개 기관(우리마포복지관, 강남노인종합

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 연합하여 연

합연극제 “달콤한 내인생”이 진행되었다. 우

리마포복지관에서는 ‘봄날은 간다’라는 극으

로 한성희 외 16명의 연극반 회원들이 열정 

넘치는 공연을 펼쳤다.    * 박지아 사회복지사  

2016년 11월 25일(금), 대학로 해피씨어터에

서 3개 기관(우리마포복지관, 강남노인종합

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 연합하여 연

합연극제 “달콤한 내인생”이 진행되었다. 우

리마포복지관에서는 ‘봄날은 간다’라는 극으

로 한성희 외 16명의 연극반 회원들이 열정 

넘치는 공연을 펼쳤다.   

가을나들이 「내마음의 단풍 여행」 

10월 25일 화요일, 데이케어센터에서는 가을

나들이 「내마음의 단풍 여행」을 인천대공원으

로 다녀왔다. 어르신들께서는 인천대공원의 

유명한 ‘단풍터널길’을 가족, 직원, 봉사자들과 

함께 산책하셨고 이를 통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

표와 같은 시간을 가졌다.                                             * 권경미 사회복지사

데이케어

10월 25일 화요일, 데이케어센터에서는 가을

나들이 「내마음의 단풍 여행」을 인천대공원으나들이 「내마음의 단풍 여행」을 인천대공원으

로 다녀왔다. 어르신들께서는 인천대공원의 

유명한 ‘단풍터널길’을 가족, 직원, 봉사자들과 

함께 산책하셨고 이를 통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가구 가운데 2~3가구가 홀로 사는 1인 가구인 것으

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마시기), 혼행(혼자 여행가기) 등의 신조어가 나타날 만큼 혼자 하는 활동들이 1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1인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1인 문화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소비자 30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721명(56.5%)이 최근 한 달 사이 혼자서 외식 한 적

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 달 평균 혼자서 외식한 횟수는 평균 6.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밥족이 급증하면서 혼밥하기 좋은 집, 혼밥하기 좋은 메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2인부터 주문 가능한 가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밥 메뉴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정식 백반부터 닭볶음탕 등 탕, 찌개류

도 1인 주문이 가능한 곳이 많아졌다. 특히 1인 손님을 겨냥해 1인 밥상을 차려주는 음식점도 늘어나면서 혼밥족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게와 메뉴가 다양해지고 있

는 추세다. 혼자서도 맛있게 혼밥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35)

신촌의 뒷골목에 위치한 ‘미분당’은 티비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만큼 유명한 식당이다. 미분당은 외부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친 후에 ㄷ자 형태의 바형식으로 된 

내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누구나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이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규칙이며, 이 때문에 

혼밥을 하러 가서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쌀국수를 판매하고 있어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따뜻한 한 끼로 먹기 좋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8)

홍대입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니드맘밥’은 주방 앞에 

길게 이어진 바 형태의 자리만 있어 혼밥을 하기 좋다. 

식권발매기를 통해 주문을 하고 식권을 주방에 갖다 

주면 음식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니드맘밥은 매장 안에서 가마솥을 이용해 밥을 짓는데 

한 끼 식사가 4천 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비빔밥, 

볶음밥, 덮밥 등 한 그릇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메뉴가 다양하여 입맛에 맞게 선택해 먹기 좋다.

강선희 사회복지사

05 Cover Story1 어르신과 1인문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1)

신촌에 위치한 ‘이찌멘’은 독서실처럼 자리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 혼밥을 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특히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방문이 가능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찌멘은 공석표지판에서 빈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그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할 경우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를 잡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정해 앉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찌멘은 일본 전통 라멘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판매하고 있으며 라멘뿐만 아니라 

가츠동이나 냉모밀 등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다.

식당이 아닌 집에서 혼자서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메뉴를 어떻게 요리해야할지 모를 경우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1인 

가구를 위한 제대로 된 홈메이드 집밥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꼭 챙겨야 할 영양소 소개부터 요리가 쉬워지는 쿠킹 가이드, 기본 계량법, 

기본양념 만들기, 모든 요리의 기본인 밥 짓기와 기본 맛국물 만들기, 육수 만들기도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요리와 재료 손질이 쉬워지는 아이디어 

조리 도구, 남은 재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싱글을 위한 냉동 보관법 및 해동법 등 싱글들을 위한 다양한 팁을 소개하고 있다.

❷ [싱글 식탁 (구츠구츠 저, 넥서스BOOKS)]

국내에서 혼행이 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여행해야 좋을지 모를 경우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나홀로 여행 가기, 나만의 추억 만들기’라는 

네이버 카페의 회원들이 추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나홀로 여행지 30곳을 소개하고 있다. 각 여행지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코스 외에도 각 지역별로 

1인 메뉴가 있는 맛집과 2인 이상 주문 메뉴를 혼자 먹을 수 있는 팁을 제공하여 혼자서 여행도, 맛집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배차 

간격이 긴 군내버스 시간표나 시티투어 실시 시간 등 여행 시 필요한 다양한 팁을 제공하여 혼행이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❶ [나홀로 여행 컨설팅북(이주영 저, 길벗 출판사)]

이찌멘 니드맘밥 미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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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족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하며 즐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는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1인 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102만 가구에서 2000년에 226만 가구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15가구로 2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로 2020년에는 588가구로 1인 가구 비중은 30%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덕에 자취와 혼밥, 혼술을 다루는 예능,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처럼 혼자라는 개념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솔로 이코노미’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홀로족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

최종채 사회복지사

나홀로족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	스토리지	서비스가	뜬다!

주거 공간이 소형화되고 나홀로족이 많아지면서 개인에게 공간을 임대해주는 '스토리지(창고)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부족한 주거공간을 대신해 옷,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서비스
[출처: 스토리지월드 공식 홈페이지]

창고 안쪽 공간
[출처: 스토리지월드 공식 홈페이지]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서비스 창고 안쪽 공간

나홀로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제품

1인 가구가 대세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보니 기업들도 앞 다투어 1인 가구에 맞춰진 생활용품, 가공식품 등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은

‘미니 가전제품’이다. 국과 밥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소형 미니 밥솥, 이동과 공간 편의를 증대시키는 소형 정수기 등 ‘부피’를 줄이고 ‘실속’을 더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LG전자_ 1인가구를 위한 미니 가전제품
(미니 냉장고,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출처: LG전자 홈페이지-1인 가구용 가전제품 컬렉션] 

LG전자_ 1인가구를 위한 미니 가전제품 코웨이_ 싱글족을 위한 18.5cm 미니 정수기
[출처: 웅진코웨이 정수기렌탈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_ 싱글족을 위한 18.5cm 미니 정수기 레꼴뜨_ 국과 밥을 한 번에 소형 미니밥솥
[출처: YouTube ‘recolte ch’]

레꼴뜨_ 국과 밥을 한 번에 소형 미니밥솥

  나홀로족 어르신들의 트렌드

나홀로족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하며 즐기는 사람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1인 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102만 가구에서 2000년에 226만 가구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15가구로 2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로 2020년에는 588가구로 1인 가구 비중은 30%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덕에 자취와 혼밥, 혼술을 다루는 예능,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을 

  나홀로족나홀로족나홀로족

다양한 소품으로 벽을 꾸민 인테리어
[출처: 여성중앙, 이게 다 셀프 인테리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형주택
[출처: 홈앤우드 홈페이지]

나홀로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및	인테리어

나홀로족을 위해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혼자 살게 되면서 나만의 집을 꾸밀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가 많다. 특히 DIY를 활용하여 내 

집을 꾸며본다면, 한층 더 밝고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요즘 기존의 일반 건물이나 여관을 개조해 원룸텔이나 주거 전용 고시텔·초소형주택 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보증금 없이 월세 선불형 생활공간으로 생활 집기가 무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입주자를 위한 생활 가구도 구비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 한창 많이 건설되고 있는 초미니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미니 아파트는 원룸텔이나 고시텔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안락한 개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공간으로, 또 소자본으로 가능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다양한 소품으로 벽을 꾸민 인테리어 주스병을 이용한 유리병소품
[출처: 여성중앙, 이게 다 셀프 인테리어]

주스병을 이용한 유리병소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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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삼식이요리대회 대상  최원식-밀푀유나베

요리와 얽힌 사연 :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새 가족이 된 후 나의 첫 번째 맞는 생일에 며느리가

“아버님 생신상은 제가 직접 요리하여 모실게요” 하며 만든 음식이 <밀푀유 나베>로 큰 냄비에

각종 야채와 고기를 차곡차곡 넣고 끓인 후 매실청 소스를 곁들여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작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김지윤 강사님과 함께 진행된 사업입니다. 

아래 작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작품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의 작품입니다.  

요리Tip

		메		뉴		명	 	밀푀유 나베 (2인분)

   프랑스어 밀푀유(mille feuille, 천 개의 잎사귀라는 뜻)와 일본어 나베(なべ)의 합성어로, 퓨전 일식 요리다.

   배추와 깻잎, 고기를 겹겹이 겹친 전골 요리이다.

		재						료	  알배추1/2통, 깻잎 20장, 숙주 60g, 표고버섯 4장, 팽이버섯 150g, 느타리버섯 60g,

   쑥갓 40g,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2개, 우육(샤브샤브용) 300g

(육        수) 다시멸치 6개, 다시마 3쪽, 무1/5토막, 양파 1/2개, 대파 1뿌리, 표고버섯 2개, 마른새우(대) 5개, 물2L

(양   념   장) 국간장, 참치액, 청주, 다진마늘, 소금

(매실청소스) 고춧가루1t, 맛간장3t, 매실액1t ,다진마늘 약간, 다진 청양고추 약간(기호에 따라 조정)

	만드는	방법

➊ 다시멸치와 건새우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잡내를 제거해둔다.

➋ 냄비에 물 2L 정도를 넣고 다시멸치, 건새우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

➌ 각종 야채들은 다듬어 흐르는 물에 씻어 둔다.

➍ 도마에 알배추, 깻잎, 고기 순서로 쌓아 올린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➎ 전골냄비 바닥에 숙주와 느타리버섯을 깔고 썰어둔 재료(➍번 재료)를 담고,

    가장자리에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쑥갓,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끓인다.

➏ 국간장, 참치액, 청주, 다진마늘과 소금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삼삼하게 간을 맞춘다.

➐ 매실청소스를 만들어 곁들인다.

    

야채류는 기호나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	사용이	가능하다.

소스를 곁들이므로 국간은 삼삼하게 맞춘다.

다양한	소스를 곁들일 수 있다. (월남쌈소스, 겨자소스, 고추냉이소스 등)

송판 수채화

강숙자, 김기춘, 김상완, 김순남, 김신우, 민운화, 박덕순, 박상진, 박숙자, 신영수, 유선열, 이길자, 

이종남, 이현숙, 임군자, 임봉자, 정태남, 최광희, 최복실, 한영자

머그컵(도예체험)

강숙자, 김기춘, 김순남, 김신우, 민운화, 박상진, 박숙자, 신영수, 유선열,

이길자, 이현숙, 임군자, 임봉자, 정태남, 최광희, 최복실, 한영자

민화부채

김신우, 민운화, 박상진, 

박숙자, 유선열, 이길자, 

신영수, 이현숙, 임군자, 

강숙자, 정태남, 최광희, 

최복실, 박덕순



이제 1인 문화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모든 시니어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요 몇 년 사이에 유행어처럼 번지는 혼밥(혼자 밥 먹는 것), 혼술(혼자 술 

마시는 것), 혼행(혼자 여행하는 것) 등 만들어지는 용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언론매체나 학문을 다루는 인문학 학자들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받

아들여지는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 대상일 수 있다. 평

소 나의 생각과 가까운 분과 1인 가구 증가와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걸 

토로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문화생활의 편의성과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신 생활

이 새롭게 창출된 방식일수도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고령화를 향해 가고 있는 현실에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시니

어들에게 좋은 점 외에도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 날 수 없기도 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독거노인 삶은 다각적인 형태로 사회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혼밥, 혼술과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프로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혼자 

먹고 사는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독거노인 고

독사, 무연고 사망도 함께 많아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1인 가구는 증가하

고 독거노인수도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거나 우울증

을 앓는 등 고독사 위험에 처한 분들이 30만 명을 이루고 있다. 그 어려움

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의식주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다. 자녀

와의 왕래도 끊기고 노인 절반은 자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 노인 열 명 중 세 명은 생활비

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이나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가족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1

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인구

변화는 위험으로 인식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감소로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령대국인 일본이 던져주는 현실은 고령 인구의 세분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인 가구에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웃 

관계를 형성하고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활용하는 등 노인공동 가정을 꾸려

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실제로 남성 독신은 50~60대가 많지만 여성 독신은 80대부터 본격적이

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금융 회사에게도 기회다. 독신자의 증가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키워주고 길러 주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의 왕래가 없고 고독사하는 일 

만큼 슬픈 일은 없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로 

할 것 같다.

걷지 못했던 아이의 ‘기적’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500미터를 내리 달립니다. 엘리

베이터를 붙잡는 대신 3층 계단을 쉬지 않고 거뜬하게 

올라가더니,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

면서 한 바퀴를 단숨에 돕니다. 숨이 

가쁘지도 않은지 생글생글 미소를 

띤 소년, 7살 승엽이입니다.   

누구보다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생후 6개월 심한 경기를 일으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승엽이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

들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누워서만 살아가게 될 거라

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혼자 앉지도 못하던 

아이가 돌을 넘기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이었습

니다. 치료사의 권유로 한동안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손

목과 발목에 달고 생활하는 ‘강훈련’도 이겨냈습니다.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 
승엽이는 기차처럼 빨리 달리지만 말은 느립니다. 지

적·언어장애도 있어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

이 서툴기만 합니다. ‘몸은 멀쩡한 애가 말은 못 한다’

며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이 늘 비수가 되어 엄마와 아

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승엽이에게 가장 필

요한 치료는 언어치료와 인지치료. 오늘도 재활치료센

터에서 치료사 선생님이 동물 이름이 적힌 낱말카드를 

보여주자 목청껏 “토끼!”라고 외칩니다. 오토바이 그림

을 가리키며 “도토다이”라고 발음하고, 뽀로로 모형을 

그네에 태우라는 지시에는 여러 시도 끝에 가까스로 

따릅니다.

“처음에는 엎드리거나 누워 있었다면 지금은 잘 앉아 

있고 단어도 곧잘 말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수가 제한적이에요.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인 의사소통 태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 치료사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병동, 병원 외래, 복지관 재

활치료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승엽이. 엄마는 아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계속 재활치료를 시

켜주고 싶지만,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벅찹니

다. 하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게 됐듯 꾸준한 

재활치료가 가져올 변화를 믿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

니다.

내년에 특수학교 입학을 앞둔 승엽이. 같은 반 친구는 

어떤지, 저녁은 뭘 먹고 싶은지, 주말에 어딜 가고 싶

은지, 언제쯤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까요? 아직은 단어 하나도 힘겹게 내뱉는 아이가 “제 

눈을 보고 엄마라고 말해주는 것”이 소원이라는 엄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머지않아 “엄마, 우리 같

이 달리기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재활치료는 평생에 걸쳐 

가야 할 장기간의 레이스와도 같습니다. 승엽이와 같은 

장애어린이들이 오랜 치료 과정을 한 코스씩 완주해나

갈 수 있도록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세요!  

윤종국 객원기자

1인 문화와 고령화 문화는 공유한다.

소년, 말(言) 달리다

08 심층취재

유지애 사회복지사

출처 카카오 같이가치, 푸르메재단

“어린이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성장과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어린 시기에 조기 집중 치료를 받으면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입니다.”

- 성인영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재활치료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성취하고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입니다.

-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출처 카카오 같이가치, 푸르메재단

소년, 말(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2016년 마지막 달력을 열면

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시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왔구나 하는 감회가 앞선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문

제점과 개선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부터 전해오는 고사성어가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양약고구(良藥苦口) -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인체에 유익한 약은 먹기에는 쓰고, 옳은 행동을 하라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기 마련이다. 이런 좋은 말은 좌우명으로서도 많이 쓰인다. 신하의 충

언을 귀담아 잘 들은 왕은 훌륭한 군주로 남았고 제멋대로 무시한 왕은 두고

두고 욕을 먹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쓴 소리

를 하여 바로잡아 주는 친구는 훌륭하고,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그것을 깨

닫고 고치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  

이 성어는 쓴 약과 쓴 말이 합쳐진 良藥苦口 忠言逆耳(양약고구 충언역이)로 

사용돼 대구를 이룬다. 여러 곳에서 등장하여 중국에서 옛날부터 전해지던 

경구였을 것으로 본다. 가장 유명한 원전으로 삼국시대 위나라 왕숙이 편찬

한 '공자가어'에 공자의 말씀으로 나온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

롭고, 충성스런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良藥苦於口 而利於

病 忠言逆於耳 而利於行/양약고어구 이리어병 충언역어이 이리어행)'며 은

나라 탕왕은 간언하는 충신이 있었기 때문에 번창했고, 폭군 걸왕과 주왕은 

아첨하는 신하만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다. 

또 '한비자'에는 '충성스런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밝은 임금이 잘 들으면 큰 

공을 이루게 됨을 알 것이다(忠言拂於耳 而明主聽之 知其可以致功也/충언불

어이 이명 주청지지기가이치공야)'라고 되어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빠지지 않는다. 진의 폭정에 대항해 일어난 항우와 유방

이 각축을 벌이다 수도 함양을 유방이 먼저 차지했다. 보물과 미녀에 빠진 

유방이 궁에 머물려고 하자 용장 번쾌가 만류해도 듣지 않으므로 지장 장량

이 나서 간언을 했다. 여기선 '독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毒藥苦於口 而

利於病/독약고어구 이리어 병)'로 되어 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유방이 받

아 들여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때는 항상 지나고 보면 늦었다고 할 때 늦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사적 교

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인과 나라의 융성함을 기원해본다.

황석희 객원기자

지난 12월 초에 ‘인간과 문학’을 주제로 한 아시아포

럼에 참가하였다. 발제는 김인환 교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비평의 원리』 및 『의미의  위기』 저서), 김

유조 교수(건국대 부총장 역임), 정소성 교수(단국

대 명예교수,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 문학박사)순

으로 진행하였다.  

 

시작은 안혜숙 시인의 “유로에서”였다. ‘끝없이 달려

가도 공전하는 무한궤도 찰나를 살아온 나, 이대로 

돌이 될까?. 한 방울 체액까지 다 태우며 달려온 길 예서 멈출 수야, 고쳐 매

는 이 신발 끈 태백성 횃불이 뜬다. 강 여울목을 비춘다.’ 시대에 걸맞는 시

(詩) 낭송인지라 분위기는 엄숙했고 모두는 말을 잃었다. 

김인환 교수는 문학의 속성에서 인간은 누구나 이데올로기나 유토피아를 가

진 존재로서 진, 선, 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전 인격체를 지향한다고 했고, 

김유조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관을, 정소성 교수는 유럽의 전통성과 프

랑스 문학의 힘을 강론하였다. 

인간은 늘 잘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하게 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주

어진 생존의 조건 속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끝없는 대응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간과 타 동물은 삶

의 대응방식이 다르다. 동물은 정해진 본능에 따라 문제에 대응하지만 인간

은 본능에 따라서만 대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생각

과 궁리를 통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세상일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바람이 

불기로서니 꽃만 탓할 것인가?  ̓ 이 말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동탁 

1920.12.3.∼1968.5.17.)이 남긴 말이다. 조지훈 시인은 시공을 초월하여 세

상을 바라본 한국문단의 대들보요, 밑거름이다. 감성과 지성, 조화와 균형, 

양심, 행동과 지성을 두루 갖추고 있던 그의 인품이 이 시대에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세상사 호사다마라고 했다. 우리 삶이 단군 이래 이보다 더 잘 살아 왔던 역

사는 없었다. 작금의 사태는 방종이 불러온 오만이다. 중국의 十八史記에는 

‘제왕은 역경 가운데서 천하를 얻었다가 안일함 속에서 천하를 잃지 않은 적

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

만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뚝 일어서야한다. 비온 끝에 땅이 굳듯이 

말이다.

박종근 객원기자

바람이 불기로서니 꽃만 탓할 것인가!

올 한해를 보내며

09 객원기자 코너



 

●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하면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간단히 신고(민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어디에 해결을 요청해야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박지아 사회복지사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큰 일교차를 보이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 관리법을 숙지하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기 물리치료사겨울철 건강관리 대처법  물리치료사

건강정보

겨울철 건강관리 - 꾸준한 운동
운동의 강도는 최대운동량의 60%, 운동시간은 20분 ~ 1시간

겨울 운동 시 주의 사항 

● 장갑, 모자 등으로 외부로부터 체온 손실 방지 

● 두꺼운 옷 한 벌 보다 얇은 옷 여러 벌 입기

● 땀이 잘 흡수되는 면으로 된 운동복 입기  

● 젖은 운동복, 장갑 등은 반드시 피하기

●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운동하기 

겨울철 질환 - 혈관계 
겨울이 되면 고혈압, 뇌출혈 등의 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합니다.

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 체중을 조절하고 저 염분식단으로 식사하기

● 금주 및 금연하기

●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 가급적 따뜻한 오후 시간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겨울철 질환 - 호흡계

겨울철 감기, 폐렴 등 호흡계 질병 예방법

● 독감 주사를 통해 독감 예방하기

● 자주 손 씻기

● 외출 시 몸의 보온에 더 신경 쓰기

● 마스크를 이용하여 찬 공기가 직접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겨울철 질환 - 낙상, 관절 손상

얼음판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경우

●  출혈이 있을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지혈하고 어긋난 뼈를 맞추려고 섣불리 손 대지 말기

●  다친 부위가 부었을 경우 냉찜질을 하고, 하이힐이나

 미끄러운 운동화 신지 말기

● 우유, 치즈, 멸치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꾸준한 운동으로 뼈를 단단히 하고 균형감각 키우기

10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큰 일교차를 보이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에는 큰 일교차로 활동량이 

▶ ▶ ▶ ▶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운동하기 

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을 조절하고 저 염분식단으로 식사하기

●금주 및 금연하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가급적 따뜻한 오후 시간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급적 따뜻한 오후 시간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생활정보(건강정보, 스마트폰 활용 안내)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2016년 10월~12월까지)자원봉사 & 후원자 명단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2016년 10월~12월까지)후원금품 수입지출 내역

11 자원봉사후기 & 자원봉사자  명단 &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내역

제랄드&로드리아나

당체&심유정

2016년 4분기 데이케어센터 후원금 수입 5,000,000 2016년 4분기 복지관 후원품 지출

2016년 4분기 복지관 후원금 수입 10,590,000

2016년 4분기 복지관 후원금 지출 9,696,620

2016년 4분기 복지관 후원품 수입 28,941,000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No. 후원자명 품명 수량/단위 사용처 세부내용

1 황영구 신광바둑 1세트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물품 지원

2
청우라이프사이언스

전기밥솥 1개 재가어르신  지원

3 믹서기 1개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이용자 간식지원을 위해 사용

4

아현종로약국

목욕의자 1개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재민아 사랑해 행사 물품 기증

5 이동변기 1개 재민아 사랑해 행사 물품 기증

6 지팡이 4개 재민아 사랑해 행사 물품 기증

7

김진웅 전통떡

30개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이용 어르신 전달

8 25개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전달

9 20개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이용자 전달

10 25개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전달

11 고헌복지재단 도서 13권
노인복지관

직원  역량 강화용 도서 지원

12 황치열팬클럽 쌀 45포 경로식당 식자재 사용

13

기아대책

점퍼

62장 노인복지관 복지관 이용 어르신 전달

14 4장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전달

15 27장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전달

16 2장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이용자 전달

17

사과

22Box 노인복지관 복지관행사및사회교육이용어르신전달

18 2Box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전달

19 3Box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이용자 전달

20 3Box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전달

21 KT is 김장김치 160세트 노인복지관 마포구 내 저소득 어르신 지원 

22

구레이쓰이온코리아

샴푸

10개 노인복지관 재가 어르신 지원 

23 6개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사용

24 12개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볼링대회 경품용

25 4개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전달

26

트리트먼트

10개 노인복지관 재가어르신, 경로식당 지원

27 6개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사용

28 12개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볼링대회 경품용

29 4개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전달

30

헤어드라이기

8대 노인복지관 재가어르신 지원

31 1대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사용

32 1대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전달

33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모자 100개 노인복지관 칠순팔순구순생신잔치 참여어르신 전달

34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난방텐트 5대 노인복지관 재가어르신 지원

35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쌀 7포 노인복지관 재가어르신 지원

No. 후원자명 물품명 입고수량 상당 금액

1 황영구 신광바둑 1세트 25,000

2 김진웅 전통떡 100개 300,000

3 고헌복지재단 전문 도서 13권 247,000

4 황치열팬클럽 쌀 45개 2,250,000

5
기아대책

점퍼 95장 2,945,000

6 사과 30 Box 1,500,000

7 KT is 김장김치 160 세트 15,000,000

8

구레이쓰이온코리아

샴푸 32개 512,000

9 트리트먼트 32개 512,000

10 헤어드라이기 10대 700,000

1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쌀 7포 350,000

12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모자 100개 4,000,000

1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난방텐트 5대 600,000

Before volunteering for the Woori Mapo Center, I have not had any prior experience in teaching elderly people. I 

have taught children before but I never thought that teaching the elder people could be this gratifying. I enjoyed 

every bit of my volunteer experience. I am so amazed on how the elderly people are very much interested in English 

and it delights me to see them diligently study and practice the lessons we have learned in class. That’s why I never 

think of coming to class to teach as a burden but I see it as an energiser instead. However, we also encountered 

some challenges along the way. The level of English of every student is different. This gave us some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right topic or lesson that could still arouse interest in every student. But as we hold classes week by 

week, my partner and I were able to know more about our students, assess their abilities and learn about their 

interests. We were then able to come up with topics and lessons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interests.

在这里真的学到了很多。我们俩都是大学1年级生，也都是第一次接触奉献活动。 我们一名是在外国民，另一名是中国人。

刚开始一开始工作的时候还很担心， 但是学生们都非常的合作，福利院的工作人员也非常友善，所以我们两个人才能顺利

愉快的完成这个学期的奉献活动。对我们来说这次活动真的留下了非常宝贵的经验。奉献活动不仅能够帮助别人，

还能够实现自己。所以下学期如果还有机会的话，我们希望还能够参加到奉献活动中来。

자원봉사
후기

구분
후원금

사용내역
산출기준 금액

지출

공모후원

사업경비

사회교육 정보화사업비 2,600,000

신한카드 지정기탁사업비 3,197,210

문화예술사업비 1,409,410

SK써니봉사단사업비 800,000

지정후원

사업경비

복지관 운영비 240,000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탁구대회행사 운영비
100,000 

비지정후원

사업경비

추석행사 경로식당 특식 구입비 500,000 

노인의날기념행사운영비 850,000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고헌복지재단, 구레이쓰이온코리아,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생명 법인지원팀, 삼성생명 정책지원팀, 삼성화재 고정윤 책임, 삼성화재 해상보험, 강대 경영대학원, 서울시데이터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카드 따뜻한 금융추진팀, 아현종로약국, 이츠굿베이커리카페, ㈜국민은행 이대입구지점, 네트웍오앤에스, ㈜신한은행 이대역지점, ㈜에치엔케이, ㈜한국에자이, KT is, 파나소닉코리아 김정군님,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대자동차그룹, 황치열팬클럽

강복순, 강행운, 고성수, 고용석, 곽재영, 권구철, 권구홍, 권민, 권하영, 권혁환, 기태영, 김건희, 김경민 교수, 김경빈, 김경숙, 김년희, 김대호, 김대희, 김명종, 김민애, 김상엽, 김새롬, 김수복, 김순옥, 김신혜, 김아름, 김영지, 김영희, 김유정, 김은아, 김재한, 김정아 

교수, 김지혜, 김진웅, 김푸름, 김한선, 김현주, 김화경, 김효정, 김희성, 민새아, 박건수, 박영신, 박은산, 박점순, 박정재, 박진희, 박찬길, 박희정, 배윤자, 백용운, 서명진, 서승준, 서지은, 서진원, 서현순, 서훈, 손난희, 송근아, 신민정, 신영민, 신영숙 대표, 신철항, 

신판용, 신해민, 신호경, 안복자, 안소연, 어윤성, 여지혜, 연승희, 오승준, 용환종, 우누림, 우새별, 유니나, 유문숙, 유영애, 윤정양, 이누리, 이미자, 이민국, 이민회, 이상열, 이석준, 이승권 대표, 이에녹, 이용재, 이유정, 이윤정 교수, 이은주, 이은주, 이인애, 이정윤, 

이정화, 이종학, 이주성, 이주헌, 이지은, 이창국, 이태호, 이필호, 이향복, 이혜지, 이희우, 장명화, 장서영, 장영애, 장원용, 장현민, 전선영, 정새롬, 정선재, 정시연, 정영생, 정운교, 정은지, 정종우, 정지인, 정태남, 조귀남, 조은성, 진명란, 최점교, 한혜숙, 홍소라, 홍영호, 

황규석, 윤영숙, 황영구

개인

단체

자원봉사자 현황

[햇살정원 (경로식당)], 근로복지공단 서울 서부지사, 동부화재, 동화세상에듀코, 삼성화재GLCC, 삼육대학교, 삼중봉사단,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하나은행, 하나은행 가족봉사단, 홈플러스나눔회, [우리마포보호작업장],  S.D.S, 국세청, 국회사무처, 

동화세상에듀코, 미래에셋, 삼성전자서비스센터서울지사, [특별행사 및 청소년 단체], 기아봉사단, 신한카드, 신한카드 아름인 봉사단,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강영애, 강해산, 강현순, 국순일, 김건희, 김길우, 김분기, 김성자, 김수복, 김양규, 김연주, 김영이, 김영지, 김정례, 김정부, 김정애, 김정일, 김평기, 김혜옥, 김호영, 김화자, 김희경, 김희수, 나성득, 나영숙, 남오순, 남윤숙, 문형순, 박광일, 박소연, 박소현, 박순자, 

박영자, 박정순, 박종근, 박창옥, 박채원, 박현지, 백문옥, 백복연, 백순자, 석점자, 송옥자, 송은지, 송인순, 송점순, 신경순, 신명옥, 신은자, 신재한, 신판용, 심정순, 안경희, 안복자, 오영자, 오정분, 유경임, 유영애, 윤종국, 윤희아지, 이경자, 이규순, 이규순, 이명숙, 

이상인, 이석균, 이순자, 이신자, 이영애, 이영훈, 이정숙, 이진영, 이혜숙, 이혜심, 임정훈, 임헌월, 정광자, 정난희, 정막례, 정막례, 정문숙, 정문숙, 정소리, 정소희, 정순, 정영자, 정영희, 정옥순, 정원자, 정재선, 정정애, 정정애, 정준원, 정진우, 정태남, 정희윤, 제랄드, 

조춘자, 조춘자, 조혜령, 주혜원, 주희숙, 주희숙, 차령, 채진숙, 채진숙, 최권이, 최민서, 최민석, 최성진, 최승현, 최영순, 최영순, 최유이, 최유이, 최지혜, 최태주, 최태주, 추교태, 탁혜윤, 한윤서, 한현구, 한혜숙, 한혜숙, 허환, 허승실, 허승아, 허주헌, 허홍순, 홍가람, 

홍금희, 홍세빈, 홍준희, 홍채원, 황석희, 황석희, 황영순, 황인경

개인

단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Free Talking Class(영어, 중국어)’ 라는
원어민 회화 봉사활동을 진행한 서강대학교 봉사자들의 봉사 후기입니다.

구레이쓰이온코리아(주) 티에스엠머티리



어르신후원회 「희망나눔」 모집
따뜻한 나눔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건강검진, 생필품 제공·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

●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불, 장판, 방한용품 전달

● 복지관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사용

 참여 대상

정기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하는

어르신	누구나	신청가능

 후원회 혜택

➊ 기부금영수증 발행(연말 소득공제 혜택)

➋ 감사편지 및 소식지 발송

➌ 후원증서 제공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르신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디자인 인쇄 : 문화공감(02)2266-1897

글·그림  권상완 사회복지사 

우리마포주간이용센터

참여마당우리마포
카툰

12 우리마포 카툰 & 참여마당

문의	:	4층	노인복지사무실	최종채	사회복지사	(02-358-1000)

들꽃 메꽃 (5), 앉은부채

얼음을 뚫고 솟아오른 봄
글·사진 오병훈(수필가)

해마다 이맘때면 숲 속에서는 앉은부채가 눈 

속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다. 연한 갈색을 띤 

보라색에 자주색 반점을 가진 고깔 모양의 꽃

이다. 화피(花被) 속에는 옥수수처럼 생긴 꽃

차례가 들어 있다. 위쪽에는 암꽃차례가 붙고 

아래쪽에 무수히 많은 수꽃이 붙는다. 꽁꽁 

언 눈을 녹이고 고개를 내미는 생명력이 신비

롭기 짝이 없다. 새해 들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다.

부채처럼 넓은 잎을 펼쳐 놓은 것 같이 포기가 커 앉은부채라는 이름을 얻었다. 한

자로는 지용금련(地湧金蓮)이라 한다. 우엉취·삿부채로도 부른다. 긴 겨울잠을 

자고 난 곰이 제일 먼저 찾는 먹을거리가 앉은부채이다. 앉은부채의 생태적 특성

을 보면 퍽 재미있다. 꽃이 피는 시기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다른 식물이 깊은 겨

울잠에 빠져 있을 때 앉은부채는 맨 먼저 언 땅을 녹이고 올라와 꽃을 피운다. 언 

땅에 많은 곤충이 있을 턱이 없다. 간혹 화창한 날에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 위해 

나온 갑충류를 통해 수정을 하는 모양이다. 생선 썩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스컹크 캐비지(skunk cabbage)라 했던가.

아직 밤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때 꽃이 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곤충은 영

상 15도 이상일 때 활동을 한다.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체온이 떨어져 에너지 부족

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식물은 곤충이 활동하는 주기에 맞춰 꽃을 피운다. 이른 봄 

햇살이 따뜻한 한낮이면 봄꽃들은 꽃잎을 활짝 열어 향기를 퍼뜨린다. 그 향기에 

이끌려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흰나비나 노랑나비, 네발나비 같은 나비류나 꿀벌들

이 꽃을 찾는다. 

앉은부채는 땅을 기는 갑충류가 수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딱정벌

레들은 숲에서 시체를 청소하는 일꾼들이다. 동물의 죽은 시체를 즐겨 먹기 때문

에 고기 썩는 냄새를 좋아한다. 앉은부채도 이러한 고기 썩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 

손님을 부른다. 또한 앉은부채는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 꽃 속을 따뜻하게 한다. 게

다가 꽃 속의 온도가 외부 보다 7도나 더 높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또 있다. 씨가 익으면 열매 꼬투리를 땅속으로 묻어 버린다는 사실

이다. 다른 식물들은 대부분 씨를 더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해 낙하산을 준비하거나 

멀리 튕겨 보낸다. 그리고 동물의 몸에 붙어서 퍼지거나 물에 떠서 멀리 퍼뜨린다. 

그러나 앉은부채는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땅 속으로 들어간다. 아마 땅 속

에 사는 두더지나 들쥐 같은 것들에 먹혀 멀리 퍼지려고 하는건지도 모른다. 말 못

하는 식물이지만 번식 본능이 오묘하기 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