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을 꽃피우는
행복한 가정공동체

• 있는 그대로의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창설자 남 루이데랑드 신부님)



• 2001년 1월 햇빛마을 병설 주간보호소 인가. (정원 20명)

• 2004년 4월 경북공동모금 지원사업에 선정 “함께 살아요.” 
프로그램.

• 2005년 3월 “함께 살아요.” 공동모금 최우수프로그램 선정.

• 2006년 10월 한국재가복지협회 “함께 살아요.”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 2007년 11월 경북공동모금 2008지원사업에 선정
“덩더쿵 덩더쿵 희망을 울려라” 프로그램.



4명 16명 20명 20명

2명 16명 2명 20명

13명 6명 1명 20명





• 회상요법을 통한 뇌의 잔존기능 활성화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 “그때 그 시절 소중한 기억을 찾아서”



• 2010년 프로그램 중 회상을 주제로 제공.

• 어르신들은 몸에 익숙한 프로그램을 선호.

일반 프로그램

• 소극적

• 자신감 결여

회상주제 프로그램

• 적극적

• 자신감 향상



어르신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기분의 변화 폭이 넓다.

(우울증, 무력감, 상실감 등)

서로견제 하며 부정적 표현으로 관계형성에 어려움 있음.

몸에 익숙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어려워하며 자존감이 저하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에 익숙한 프로그램 필요.

회상요법은 모든 것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목적 : 회상요법으로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

정서적 안정을 도모 자존감을 향상.

목표 : 1. 남아 있는 기억을 끌어내 인지기능 유지 및 저하를 예방.

2. 공감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

3. 무력감, 상실감을 낮추어 자존감을 향상.



장현남 사무국장 사업총괄 및
슈퍼비전

8년 월 1회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 1급

변영균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총괄
및 진행

3년6개월 월 1회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 1급

김은비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보조 1년 월 1회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 1급

박성현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보조 8개월 월 1회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 1급

이선영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보조 3개월 월 1회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 1급



1월 2010년 10대 뉴스 회상 16명/4명 사진 나누기

2월 설날
(전통놀이 회상)

16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3월 농기구 회상 17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4월 옛날 일상생활 도구 회상 15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5월 모내기 회상 18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6월 나의 고향 기억 19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프로그램 전 화장실 이용 및 자리배치

- 보행 불편한 분은 시작위치 근처로 자리배치

인사와 간단한 지남력 훈련(날짜와 요일)

레크레이션 진행으로 분위기 형성

- 박수놀이, 손유희 등

사진을 보며 주제를 알아본다.



주제에 대한 과거 이야기 나누기

- 한 사람씩 묻고 답한다. (예–모내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세요?)

- 대화 후 감사의 인사와 지지를 해드린다.

도구를 이용해 직접 체험을 한다.

- 체험 후 함께 박수를 치며 칭찬과 지지를 한다.

체험 후 소감을 이야기한다.

함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마무리한다.



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짚신 신어 보아요!
모내기 합시다.



• 어르신들이 주제에 공감하고 웃음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

• 공감대가 형성 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친밀감 형성.

•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어르신들이 옛 이야기를 하며 자신감 회복.

• 육00 : 모내기 체험을 하자 “앞에 이거 줄 잡는 사람은 한 줄이 끝나
면 ‘워이~’ 하면서 다음으로 넘겨야 되요.” 하심.

• 신00 : 진행자가 키를 잘 못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가르쳐 줌.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참여 16명

• 만족 87.5% 보통 12.5% 불만족 0%



• 월례회의를 통해 타 부서 직원들이 회상요법에 긍정적인 면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형성.

• 익숙한 활동으로 자신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수행.

• 평소 무기력한 어르신도 참여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함.

• 주위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즐거운 분위기 형성.

• 과거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신 있게 표현.



7월 시원한 여름 회상 20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8월 옛날 주전부리 회상 20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9월 추석
(전통놀이 회상)

20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10월 추수 회상 20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11월 새끼꼬기 회상 20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12월 옛날 의복 회상 20명/4명 사진 나누기 체험





회상요법을 체계적으로 준비(매뉴얼화)해 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도구 준비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치매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도구가 부족 또는 구하기 어려워 자체제작.

일반 프로그램 보다는 회상을 이용한 프로그램 추천.

발전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