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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어르신 오감자극프로그램1%희망살리기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성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현황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 

개원일 : 2005년 9월 12일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6 

정   원 : 81명 

시설장 : 장복란 



프로그램 개요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1%희망살리기는   

  신체ㆍ인지적인 장애로 집단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와상어
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어르신 상태에 따
른 다양한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잔존기능을 활성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프로그램이다. 
  
  2011년 상반기부터 진행하였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5기를 
모집하여 진행 중에 있다.  



1. 추진배경 

와상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일정 수준의 인지ㆍ신체적인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 중심의  
 집단프로그램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한 사람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닌 어르신 

1%의 희망도 희망이다! 



정기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한다. 

2. 목표 및 목적 

와상어르신들에게 주1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각자극을 제공한다.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잔존기능 활성화를 통한 와상어르신의 오감능력 향상!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3. 서비스 대상 

와상어르신  

집단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중 
프로그램 참여가 시급하다고 판정된 어르신 



4. 사업의 과정 

자원봉사자 모집 
  인근대학교 관련 학과 및 동아리 협조요청 

  vms/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고  

자원봉사자 OT 

  ice breaking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 

  활동서약서 작성 

  짝궁어르신 선정 및 인사드리기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주제에 따른 자연물, 자연음악,  사진 등 활용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산책 등 

 매 활동 후 활동일지 작성 및 슈퍼비전 제공 

1%희망살리기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4-1. 사용된 방법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큰 글씨는 보이시고 보통으로 들리심 

과거직업 : 전업주부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 일상나눔 
- 동물 사진 보여드리기 
- 동물 소리/동물관련 동요 들려드리기 
- 강아지 인형 만지실 수 있도록 하기 
- 동물과 관련된 어릴적 추억 들려드리기 
- 다음 방문일정 알려드리기 



 동물 사진과 함께 소리 들려드리기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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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과 관련된 어릴적 추억 들려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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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 일상나눔 
- 봄나물 사진 보여드리기 
- 냉이, 쑥 등을 직접 만지고,  
   향 맡으실 수 있도록 돕기 
- 달래된장국 영상으로 함께 만들어보기 
- 다음 방문일정 알려드리기 













사진으로 함께 요리 해 보기 



- 일상나눔 
- 자연물(참외, 포도, 오렌지 등)  
   보여드리고, 만지고, 잘라서 냄새맡기,  
   맛보기 
- 손잡고 기도하기 
- 다음 방문일정 알려드리기 



과일 맛보기 



- 일상나눔 
- 봄꽃사진 보여드리기 
- 봄꽃 만져보고, 냄새 맡을 수 있도록   
   돕기 
- 사계 피아노 연주곡 함께 듣기 
- 성경책 읽어드리기 
- 찬송가 불러드리기 
- 손잡고 기도하기 
- 다음 방문일정 알려드리기 



 꽃 만져보고 냄새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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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서 졸리신 듯 하셨지만 오렌지를 드실 때 
특히 여러 반응(눈을 살짝 찡그리시고, 혀를 움직
이시고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신 점)이 있었습니
다. 어르신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반응해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늘 갈은 반찬으로 식사와 간식을 드시기에 과일의 
형태를 직접보고, 만져 볼 기회가 적으셨을텐데- 
오늘의 활동이 어르신께는 직접 보고, 만지고, 맛
볼 수 있었던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
음주에도 우리 두 분의 어르신을 위해 사랑 가득 
안고 오셔야 해요! 



1%희망살리기 

 아로마테라피 교육(전문강사 초청) 

 장난감대여센터 기관 방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봉사자 교육  
및 중간평가 

와상어르신 오감자극PG 1%희망살리기 

평가회 
 상반기 활동보고 및 영상 시청 

 활동소감 나누기 

 하반기 활동일정 및 신규 봉사자와의 만남 

 주제에 따른 자연물, 자연음악,  사진 등 활용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산책 등 

 매 활동 후 활동일지 작성 및 슈퍼비전 제공 



와 상 
어르신 

   봉사의 참 기쁨 

   요양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호자     만족도와 신뢰감 향상 

지켜낸 

1%희망 

     반응 크기와 빈도의 증가 

봉사자 

6.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와 상 
어르신 

   봉사의 참 기쁨 

   요양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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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낸 

1%희망 

     반응 크기와 빈도의 증가 

봉사자 

6.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특별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특별하지 않음이 더 귀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희망살리기 프로그램!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1%의 희망을 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