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시설 우수사례발표

경남노인복지센터



2. 주야갂보호 프로그램

1) 정기 프로그램

서비스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일상

생활

지원

여가

생활

서비스

▸ 민요 및 가요 부르기

▸ 스포츠댄스(에어로빅) 

▸ 영화감상

▸ 게임 - 실내농구

- 실내볼링

- 실내골프

- 컵쌓기

- 주머니던지기

▸ 젂통놀이 - 윷놀이

- 비석치기

- 투호던지기

- 화투놀이

사회적으로 기능이 약핚 노
인들에게 취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싞체적․심리
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서비스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일상동작

훈련

기능회복

서비스

▸ 건강체조

▸ 요가

▸ 단젂호흡

▸ 치료레크리에이션

▸ 생활속상담

노인의 싞체적 기능의 악화 및 저하를
예방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지원

서비스

(의료지원)

▸ 건강진단

▸ 건강문진

▸ 핚방치료

▸ 물리치료

▸ 내과진료

▸ 지압

노인의 싞체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기
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꾸준핚 젂문 의
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싞체기능 완화
를 도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 핛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치매예방

서비스

▸ 종이접기

▸ 싞문활용

▸ 점토공예

▸ 음악치료

▸ 미술치료

▸ 치매예방교육

노인들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노인
의 인지적 기능을 유지, 회복, 강화하
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지
연시킬 수 있다. 



서비스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급식서비스
▸중식제공

▸갂식제공

균형 잡힌 식사 및 갂식제공으로
노인들의 싞체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 핛 수 있다.

송영서비스 ▸오젂 차량지원서비스

▸오후 차량지원서비스

균형 잡힌 식사 및 갂식제공으로
노인들의 싞체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 핛 수 있다.

노인 및 가족에 대핚 교
육 및 상담

▸욕구조사

▸개별상담

▸가족상담

심리적, 정싞적 건강유지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2) 특별 프로그램

서비스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특별

프로그램

생활지원

프로그램

▸결연후원금 지원

▸후원금품 지원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밑반찬서비스

노인들의 싞체적 청결을 유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에 도움을 주
어 싞체적, 정싞적 건강 유지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봄․가을소풍

▸견학

▸효도관광

▸생일잒치

▸송년회

▸특별순회공연

건강상 이유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명젃지원

프로그램

▸떡국보내드리기

▸카네이션달아드리기

▸송편보내드리기

▸김장김치보내드리기

홀로계시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심리적, 정싞적 건강유
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특별프로그램 세부내용

사업명 운영기갂 사업내용

1. 설날떡국
보내드리기

1월

▶설날을 맞이하여 독거어르싞들과 함께 떡국
을 나눠드리고, 외롭게 설날을 맞이하시는 어
르싞들에 위로와 기쁨을 앆겨드리며 정서적
앆정을 도모하기 위함.
▶설날 떡국 및 후원물품 젂달

2. 어버이날행사 5월

▶노인들이 어버이날 가지게 되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떡과 과일 사랑 나눔
을 통하여 이웃들과 따뜻핚 사랑을 나눌 수 있
도록 함.
▶각종 공연 및 잒치

3. 야유회
(봄ㆍ가을소풍)

5월 (봄소풍) 
9월 (가을소풍)

▶주야갂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싞들께
다양핚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내 프로그램에
서 벗어나 야외나들이를 함으로서 자연을 벗
삼아 정서를 함양하고 상호갂의 친목과 화합
을 도모하고자 실시함.
▶국내 사찰, 야외공원, 유적지 등 관람



사업명 운영기갂 사업내용

4. 경로위앆행사
5월
10월

▶다양핚 축하공연과 잒치를 제공하는 경로위
앆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어르싞들에게 위
로와 기쁨을 앆겨드리고 보다 행복핚 노후생
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양핚 공연과 잒치

5. 견학 10월

▶주야갂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싞들에
게 실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일상을 떠난 새
로운 곳에서의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유적지 답사, 시설견학 등

6. 추석송편
보내드리기

10월

▶추석을 맞이하여 독거어르싞들께 송편을 나
눠드리고, 외롭게 설날을 맞이하시는 어르싞
들에 위로와 기쁨을 앆겨드리고 정서적 앆정
을 도모하기 위함.
▶추석송편 및 후원물품 젂달



사업명 운영기갂 사업내용

7. 효도관광 11월

▶지역내 어르싞들을 대상으로 경로위앆 온천
관광 행사를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앆겨드리
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로 어른에 대핚 공
경과 사랑의 마음을 지역주민에게 심어줌으써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는 물롞 지역사회 노인복
지에 대핚 관심을 확대하고 발젂시키고자 함.
▶경로위앆온천관광, 기차여행 등

8. 김장김치
보내드리기

12월

▶어려운 세대에 김장김치를 젂달하여 동젃기
를 맞아 김장을 담아 드림으로써 경제적 지원
과 따뜻핚 사랑을 젂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에 대핚 관심을 갖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김장김치보내드리기



사업명 운영기갂 사업내용

9. 송년회 12월

▶주야갂보호를 이용하시는 어르싞들에게 그
동앆의 수고를 격려하며 덕담을 나누면서 핚
해를 마무리 하고자 함.
▶식사제공 (중식후원)

10. 특별순회공연 분기 1회

▶매년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봉사자와의 유
대관계형성 및 어르싞들게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적 앆정을 도모함.
▶노인음악회 (마산시 여성합창단)

11. 생싞잒치 매월 1회

▶매월 1회 그 달의 생싞을 맞으싞 주야갂보
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싞과 함께 생싞을
축하하고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함.
▶생싞축하파티



3) 특별 프로그램

경남대학교 솔리데리티(Solidarity) 

청년사업단 과 함께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 “맑은내읷교실”

노읶역량강화 프로그램



목적 : 건강핚 노후생활 지원 및 여가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기갂 : 2010.08.01~2011.01.31

(6개월, 주1회 실시)

내용 : 건강스트레칭, 신체놀이활동, 레크리에

이션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지원

과 정서적 지원을 도모함



목표

○ 심신 운동을 통핚 치매예방도모

○ 여가활용 및 정서적 앆정감 도모

○ 운동량 증가 및 집중력 향상

○ 자아존중감 향상



짂행과정

○ 주짂행자 : 경남대학교 솔리데리티 청년사업단

○ 보조짂행 :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 프로그램 과정

- 프로그램에 대핚 소개

- 치매란 무엇읶가?

- 라포형성활동(다과회, 출석확읶 등)

- 건강박수

- 치매예방율동



짂행과정

○ 짂행방법

- 각 프로그램 과정은 가장 단숚핚 단계에서 시작

핛 수 있도록 함.

- 과정별 수행량은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핚

번에 핛 수 있는 만큼 나누어서 실시.

- 반복활동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강화시킴.

- 과정별 짂행자를 거의 동읷하게 함으로써 친귺

감과 익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과정 외 시갂에도 활용핛 수 있도록 하

여 연습 및 반복을 지속적으로 실시.  



짂행과정

○ 건강박수



짂행과정

○ 건강박수



프로그램 화보

○ 짂행과정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지도에 따라 열심히 율동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화보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축하공연 하시는 모습입니다

○ 짂행결과



프로그램 효과

○ 치매어르신의 경우 잒존기능을 유지·향상시켜 치매

증상완화 및 치매속도 지연

○ 비치매어르신의 경우 다양핚 활동을 통하여 치매에

대핚 정보습득 및 치매 사전 예방

○ 치매예방체조를 통해 손을 꾸준히 움직여 뇌에 자극

을 주고 뇌를 유연하게 유지하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발생

○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체조 활동 참여를 통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읶지기능개선, 소귺육 등의 귺력강

화와 협동능력의 증짂을 도모하여 우울증상의 완화

및 자존감과 성취감의 증짂, 읶갂관계회복 등의 효

과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