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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Aging In Place가 추구할 방향
김수영(생애디자인연구소 대표, 前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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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ing, 돌봄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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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회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양희
축 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영사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I 대회사 I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주력
김양희I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양희입니다.
오늘 제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부산지회 이춘성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또한,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노인복지 현장에서 수고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욱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가 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언택트 서비스의
개발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가 노인복
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정보도 나누고, 앞으로 재가 노인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되어 재가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 등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협회에서도 이런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단체들 간 현안사항의 공동대응, 재가 노인복지와 맞춤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준정립, 노인복지법 개정, 차세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
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어르신들을 섬겨 온 많은 종사자들,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문제, 늘어나는 요양기관, 장기요양수가,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될 일
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명감을 가지
고 노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노인복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으며,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가장 노인복지
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늦더라도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다시 한 번, 재가 노인복지를 위해 현장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노인복지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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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축사 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

박능후I
보건복지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가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언택트 서비스의 개발)”
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님과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이춘
성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가노인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방역과 돌봄을 동시에 실천하시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버팀목 역할을 다하
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급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현장 종사자가 안전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마련에 노력하며 사회
복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경청하고 보다 더 많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현장과 학계로부터 전문성과 지혜를 모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로운 질서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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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환영사 I

노인돌봄의
공백 극복을 위해 노력
신제호I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제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를 위해 부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마음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임직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모든 분들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전국대회의
실시간 영상중계라는 새로운 행사방식을 준비하신 이춘성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님의 노고
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봉사파견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
입과 함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 식사, 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
비스를 통해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
지 기관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노인 1천만 시대! 재가노인복지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맞
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확대 등 지역사회 노인돌봄체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개최되는‘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를 통해 노인복
지 현안에 대한 고민의 시간들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한 층 더 탄탄해지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재가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단 또는 축소로 인하여 발생
한 노인돌봄의 공백 극복을 위한 방안을 이번 대회의 주제로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조차 언택트 방식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
간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 부산의 바다
와 산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절경을 맘껏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제30회 전국재
가노인복지대회’부산개최를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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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표창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상

제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I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가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 I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명단
연번

1

2

3

4

소속

역촌데이케어센터

봉생동구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가나안재가
노인돌봄센터

남동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직급

센터장

센터장

시설장

과장

성명

공적개요

차화석

상기인은 1999년부터 지역사회에서 노인복
지시설 종사자로 시작하여 2005년 설립부
터 현재까지 역촌데이케어센터 책임자로 어
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
고 복지 증진에 크게 헌신하며 어르신에 대
한 공경을 몸소 실천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
여함.

추유진

상기인은 2010년 5월부터 2020년 9월 현
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산하
기관 봉생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직원
으로 소속되어 부산시 동구 지역사회 저소
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추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열성적으
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

최인환

상기인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재가 독거노
인을 위한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자원발굴을
통한 전문화된 재가노인지원사업을 수행함.
또한 최우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였으며 종사자의 조력자로서 헌신
하였고 대구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

신화영

상기인은 남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사업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였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
업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에 이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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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5

6

7

8

14

소속

C.C.C.동구
노인복지센터

직급

과장

금성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동구노인복지관
부설
동울산노인복지센터

삼광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기관장
(센터장)

성명

공적개요

박정하

상기인은 C.C.C. 동구노인복지센터 간호조
무사로 11년여간 재직하면서 주간보호센터
를 이용하시는 지역사회노인에 대하여 한결
같은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어르신들을 위
한 재가복지서비스 실시와 관리를 통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열정적으
로 앞장서 이바지함.

임복순

상기인은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
호사로서 투철한 직업 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능력향상과 존능
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신체기
능의 회복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부양 부담 경
감과 재활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크게 기
여하는 바 그 공로가 현격하고 타의 귀감이
된다고 사료됨.

문대용

상기인은 2006년 9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함
께하는사람들 산하의 울산광역시 동구노인
복지관 부설 기관인 동울산노인복지센터 관
리자로 근무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동울
산노인복지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이
용자 중심의 시설 최신화로 이용자의 편의
성 증대를 도모하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로 차별화된 재가복지 서비스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울산 재가서비스 선
진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

조재일

상기인은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각
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
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지
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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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속

9

태백노인복지센터

10

음성군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11

12

직급

센터장

사무원

올리브재가
사회복지사
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부안노인복지센터

사무국장

성명

공적개요

이상은

상기인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하여 지역사
회 자원 네트워크에 적극적 연계활동을 아
끼지 않고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함.

박영미

상기인은 14년 7개월간 이용자 잔존능력 유
지, 사각지대 대상의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
보, 농촌재가노인복지 맞춤형 및 코로나19
위기 사례관리에 기여하였음.

조봉현

상기인은 재직기간동안 본 센터 사회복지사
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정신으로 지
역사회복지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므로 타
의 모범이 되고 코로나19 관련 지역 어르신
댁에 방역을 하고 지원물품 전달에 적극 참
여함.

최복희

상기인은 부안노인복지센터에서 2007년 1
월부터 현재까지 리더십을 발휘해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
에 기여했으며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열
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인정한 바 그 공로를
치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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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3

14

15

16

16

소속

강진노인복지센터

영주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합천노인복지센터

직급

과장

과장

국장

예담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성명

공적개요

박선자

상기인은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투명하고 안
정적인 행정업무에 초석을 만들었고 사회복
지사로 배치되어 농어촌활성화지원사업 등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수사례 장례상을 수상
받은 바 있으며 불평이 없고 긍정적이며 어
르신들의 불편을 잘 해소하여 장기요양 최
우수A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으
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리
로 보호자께는 안심을 어르신들께는 안전을
기여함.

윤진원

상기인은 2008년부터 영주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에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재가노인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함.
또한 2019년부터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사
무과장으로 재직하며 협회를 알리고 홍보하
는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여파로
극한 상황에 놓인 재가어르신을 위한 후원
사업 활성화 및 연계로 힘을 보태고 있음.

조경자

상기인은 합천노인복지센터 설립일인 2008
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어르신의 건
강을 책임지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조력자
역할을 다함. 본 직무에 항상 열정적이며, 어
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물심양면으로 힘
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함.

현명자

상기인은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요양
보호사로써 근무 중이며, 대상자 어르신 및
보호자와의 만족도가 높아 어르신의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직장
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서
비스 제공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어르신의 권익보호에 열정적으로 임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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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7

18

19

20

소속

직급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병설
부센터장
금천데이케어센터

수경재가노인
돌봄센터

강화노인복지센터

과장

팀장

서구노인복지관
요양보호사
재가노인지원센터

성명

공적개요

김 인

상기인은 지역 내 소외된 노인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화와 삶의 질
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사
명을 다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있어 추천하
고자 함.

이칠선

상기인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며 재
가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노인분과 위원 및 재가협의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어르신의 복
지증진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였음.

이동진

상기인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팀장으로 현재
까지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타사회복지사
의 모범이 되고 있음. 사회복지에 대한 확고
한 소신을 가지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
로 대상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
고 어르신들에게 높은 신뢰감과 많은 지지
를 받고 있음.
그 결과 지역사회내에서 어르신 스스로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재가노인복
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
로 그 공을 기리고자 함.

인현숙

상기인은 서구노인복지관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보호사로 2011년부터 9년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심신이
불편한 장기요양대상자 자택에 주5~6회 3
시간씩 방문하여 맡은 업무를 근면 성실하
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르신 공경에 남다른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어 보호자들에게 높
은 만족감 제공. 항상 변함없는 자세로 안정
된 노후생활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여 타 요
양보호사에게 귀감이 됨.

17

I 유공자표창 I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상 수상자 명단
연번

1

2

3

4

18

소속

한빛데이케어센터

어진샘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삼덕노인복지센터

서구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직급

조리사

자원봉사자

과장

요양보호사

성명

공적개요

원순임

상기인은 2010년 한빛데이케어센터 요양보
호사로 입사하여 2015년 한식조리기능사 자
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조리사로 근무
하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조력
자 역할을 다하였으며 맡은 바 직무에 항상
열정적이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에 이
바지함.

정수화

상기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분야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며, 솔선수범하여 지역 내 소외된 어
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몸소 실천함으로
써 타 봉사자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음.

노재준

상기인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 연계하는 실천가이자 활
동가로서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연구와 창의력 발휘함.
또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
심을 유도하고 노력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노인복지 사업의 인식증진에 기
여함.

차수분

상기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구재가노
인지원서비스센터 주간보호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본인의 소임을
다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요양보호사로
서의 남다른 자긍심과 소명의식으로 활동하
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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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5

6

7

8

소속

참-더부러재가
노인복지센터

샛별재가
노인복지센터

화정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영락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직급

부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팀장

성명

공적개요

심남희

상기인은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어르신
들에게 따뜻한 조력자 역할을 다함. 본 직무
에 항상 열정적이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
전에 이바지함.

최일진

상기인은 샛별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센터
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의 질 높은 서
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며, 노인복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센터
발전에 기여함.

김혜진

상기인은 2013년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전담 직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 관리자로 입사하여 저소득 어르신들
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 화
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입사하여 전문
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지역사회 노인복지
에 기여한 바가 큼.

용미영

상기인은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재가복지 사
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
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사업을 효율적으
로 관리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질높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업무를 성실
히 수행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재가복지사업
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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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9

10

11

12

20

소속

다같이효
종합복지센터

직급

센터장

현양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천안시노인종합
복지관 부설
요양보호사
천안노인복지센터

함께하는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과장

성명

공적개요

전정예

상기인은 노인복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언제나 어르신과 보
호자의 향상된 만족도를 위해 어르신 섬김
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씀.

정복희

상기인은 2007년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르신들을 내 부모
처럼 열심히 돌봐드려 어르신들은 정복희
요양보호사를 친자녀처럼 여기는 등 어르신
들과의 남다른 유대감으로 열심히 재가노인
복지에 힘씀.

문영희

상기인은 본 센터의 요양보호사로서 2008
년 7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년간
13명의 재가어르신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마
음을 담아 헌신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급
여를 제공해드림.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
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내 가족처럼
돌봐드려 대상자 어르신들과 보호자들로부
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크며 타
요양보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음.

최은숙

상기자는 201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8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보살핌.
또한 과장으로써 맡은바 책임감 있게 성실
히 근무하고 센터의 전반전적인 사업을 잘
이끌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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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3

14

15

16

소속

소나무재가
노인복지센터

직급

사회복지사

영천기독교청년회
요양보호사
(YMCA)
영천노인복지센터

경남노인
통합지원센터

서귀원광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전담
사회복지사

성명

공적개요

조기임

상기인은 2015년 5월 입사하여 사회복지사
로서 권한과 책임감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였으며 재가서비스 이용 어르신
의 안전 이동서비스 및 건강, 인지등 프로그
램 진행과 도구 개발에 노력하여 참여 어르
신의 신뢰도가 높음. 또한 지역 어르신과 경
로당에 주부식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장기요양급여 정
책에 따른 업무에 충실하여 최우수 (A등급)
평가에 기여함.

천성배

상기인은 영천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헌신하는 마음
으로 업무에 임하고 지역 내 오지지역 및 중
증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동료
요양보호사들에게 크게 귀감이 됨.

이준호

상기인은 방역공사 사원으로 근무하며 2017
년 7월부터 현재 까지 본 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로서 취약계층어르신에 대한 꾸준
한 방역서비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
특히 코로나19 로 방역에 취약한 재가어르
신들의 감염차단을 위해 빠르게 방역서비스
를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는 등 사랑을 실천해 옴.

현갑열

상기인은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6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사업단에 배치되어 자
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재가노인들의
권익신장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함, 이용자 및 직원들과의 수시로 소통하며
욕구파악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적극적으
로 해결해주며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구축
하여 연계 지원함으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
스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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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7

18

19

20

22

소속

노원구어르신
돌봄지원센터

월성재가
노인돌봄센터

직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선임팀장)

예향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센터

성명

공적개요

전수연

상기인은 2016년 1월 부터 노원구어르신돌
봄지원센터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독거어르신
을 위한 재가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
행, 사례관리로 독거어르신들의 신체·정
서·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려 온 바, 독거어
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적극
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음.
독거어르신 복지향상에 힘써 온 것이 인정
되어 표창자로 추천함.

이미애

상기인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에 적
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지역 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타의
모범이 됨.

정 희

상기인은 예향노인복지센터에서 직업으로
어르신을 대하는 게 아닌, 진심을 담아서 적
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어르신들을 대면하면
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로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에 이바
지함.

강영숙

상기인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투철한 복지사명으로 지역 내 소
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조력자의
역할로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였으며 지역
자원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화합과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
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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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21

22

23

24

소속

연화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다살림재가
노인복지센터

햇빛나눔
노인복지센터

음성군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직급

과장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성명

공적개요

윤옥란

상기인은 재가노인을 재상으로 연인원
24,700명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우울증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식사배달 서비스, 방
문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

정옥순

상기인은 리더기(RFID) 평균 84.88%를 사
용하여 어르신 밑반찬 배달, 나들이 보조, 송
년잔치 행사보조 등을 수행함.
또한 부모님을 모시듯 진실한 마음과 열정
으로 업무를 수행함.

홍계동

상기인은 2010년 입사하여 장기요양제도를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열정을 다함.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따뜻
한 조려자의 역할을 하며 서비스 발전에 이
바지함.

주경희

상기인은 10년 3개월간 재가노인복지 발전,
지역의‘노인복지 원스톱시스템’정착에 노
력한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이용노인의
지속적 지역사회 거주로 이끌어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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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25

26

27

28

24

소속

직급

동산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안골노인복지센터

심청노인복지센터

안계노인복지센터

조리원

팀원
사회복지사

팀장

성명

공적개요

진정은

상기인은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참여 하여 일상생활이 어
려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앞장섰으며 대
상자와 직장 동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자임.

문민오

상기인은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안골노
인복지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
식조리 및 배식업무를 담당하며 어르신들에
게 맛있고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을 실시함에
있어 점심,저녁식사, 간식을 준비할 때 청결
과 위생에 힘쓰며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
용을 습관화 하실 수 있도록 신경쓰면서 어
르신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음.

박남철

상기인은 심청노인복지센터에서 2007년 11
월부터 농촌지역어르신들에 대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따뜻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
함. 독거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직무에
대하여 열정적인 태도로 재가노인복지서비
스 발전에 이바지 함.

양준영

상기인은 안계노인복지센터에서 2014년 부
터 현재까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복지사
각지대 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
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
도록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조력자 역할을
하였으며 본 직무에 항상 열정적이며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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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29

30

31

32

소속

거제노인통합
지원센터

직급

사회복지사
(팀장)

에덴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은평신사
데이케어센터

대전가톨릭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성명

공적개요

이경미

상기인은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사로써 지역사회
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편에 서서 헌신하고, 맡
은 업무에 충실히 책임과 열정으로 직무를
다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어르신을 대하여
타의모범이 되고 있음.

김민서

상기인은 현재 2015년 4월부터 현장 직 사
회복지사 활동으로 이용 노인의 사례관리
및 실태조사, 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실시,
평가를 계획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임하였으며 중간관리자로써 법
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의 규칙
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음.

김영자

상기인은 2015년 3월 1일부터 은평신사데
이케어센터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활
동해오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신체적인 안
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원간의
유대관계 증진에도 이바지함.

김귀희

상기인은 2011년 2월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
터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어르
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고
열성을 다해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담당
함. 어르신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계발을 함. 전문성
을 갖추고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맡은 일들
을 수행하며 직장동료 및 어르신들에게 모
범이 되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에 이바
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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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급

음성카리타스재가
전담인력
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성명

김영선

금성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윤빛나리

충주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보은군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사회복지사

사무원

공적개요

상기인은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큼.
또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어르신들을
사랑과 공경으로 돌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

상기인은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노인복
지분야에서 재직 중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
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현재 기관에 근무하여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인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욕구에 적합
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공로가 현격하고 타의 귀감이 된다고 사료
됨에 따라 이와 같이 추천 함.

김소라

상기인은 충주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에서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소명감과 열정을 갖고 지역사회 가족
및 등급외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사
업 활성화에 기여함.

유정임

상기인은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며 클라
이언트와 소통하고 직원들과 화합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
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서 누구보다 앞장서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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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가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
I 언택트 서비스의 개발 I

주제강연2

코로나ing,
돌봄의 재구조화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I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가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 I

쌲魃떂駖齎땎랖쏧쑢

봪鹮ing
鹮ing,
ing ꆢ딮 떂魂뙆쐪
묲쏲랖
껲뒎돂땦ꃖ쌯鬦 꺂쑢랖쌯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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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제강연 2 I 코로나ing, 돌봄의 재구조화

Trigger, COVID-19
COVID-19

뭲멮: KO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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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COVID-19
COVID-19
- 뗫딮
- SARS-CoV-2 駦돒뎦 딮쌲 쐎씷鰆 띳쒚魆
- 齨딖 駦돒Ꜷ
- 갚Ꞧ(밾뒎), 뗧뫟딚 뾋쌲 뗚샢
- 띳낳 쒚 뺖땎 駦돒鰢랖 솟鮶 7땒
(꠪Ꝋ끺 솟鮶 13땒)
- 썃몊 듶랖 ꭞ댞뗫

뭲멮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BD%94%EB%A1%9C%EB%82%981
9-%EB%B0%94%EC%9D%B4%EB%9F%AC%EC%8A%A4%EB%8A%94%EC%A7%84%ED%99%94%EC%9D%98-%EC%82%B0%EB%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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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제강연 2 I 코로나ing, 돌봄의 재구조화

Phenomenon, Chaos
ꆢ딮 髋ꨇ
- 땒낲씊랗땦
- 2020鼚 2뒪 鰆뛖 61Ꞣ 8멲ꡛ뎦껲 4뒪 鰆뛖 148Ꞣ 5멲ꡛ딒 띳駖
- 땒낲씊랗딮 뛒둪 꺂듶ꁪ 駖뙇 ꆢ

- 駖뙇ꆢ씊駖갚둿
- 낶몃땦 꿮ꁪ 2020鼚 4뒪 7땒 鰆뛖 5Ꞣ 3230ꡛ.
- 낶몃뙆驊딖 8꼎 땊쌮 땦鼖ꆢ
- 낶몃땦딮 69%ꁪ 돂꼇

- 쌾딮
-

54

ꆢ랖뒦몊骚딮 됖썊
ꆢ딮 魢Ꞃ딮 숲Ꜯ
ꆢ딮 駖뙇딒딮 쑢鮖
ꆢ ꭖꃊ딮 骚밋쐪

제30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I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가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 I

Phenomenon, Chaos
뗲ꆚ뗗 ꆢ딮 됖썊 : 齎땎ꆢ딮 돞
齎땎둪덧낲껺
- COVID-19 駦돒 ꧥ 꺂Ꭓ땦駖 뛒 ꧲꺳쌾.
- 땛꽢齎땎, 둪덧쐎꺂 駦돒딮 骓뒆 봪쐎삎 驿Ꞃ뙆밮
齎땎Ꞵ뭺ꆢ껲갚끺
- COVID-19 ꧲꺳 쒚 랖땦밮ꂾ몊 랖밾뎦 ꌆꕒ ꤎ 껲갚끺 뛧ꂾ.
- 듶껶딒 댞ꭖ 쐫땎 껲갚끺Ꞣ 뗲髋쌾.
- 쏚떂 ꃖꭖꭚ딮 랖땦몊뎦껲 ꤎ 껲갚끺 떂駲쌾.

뛒덒駚쐎낲껺
- 뛒덒駚쐎낲껺 뒊돗뛧ꂾ髒 떂駲 ꧮ
- 駖뙇ꆢ뎦 딮뙊

55

I 주제강연 2 I 코로나ing, 돌봄의 재구조화

COVID-19Phenomenon,
꺗쐿뎦껲 ꆢ齎ꆯ땦딮
Chaos 齎ꆯ魢Ꞃ
뗲ꆚ뗗 ꆢ딮 됖썊 : 齎땎ꆢ딮 돞
ꆢ齎ꆯ땦딮 齎ꆯ낲땻 ꨆ뗲
- 둪덧쐎꺂딮 26% 봪鹮 땒 뛧ꂾ 骓쎮
- 땒딚 뛧ꂾ쌲 꺂듶
- 땊둿땦 ꏦꁪ 駖뙇딮 둪몃땊 74%
- 駦돒뎦 ꃖ쌲 뒆ꗺ 땦꧲뗗딒 뛧ꂾ 17%
- 鰆髖딮 둪몃땊 9%
齎땎딮 ꆢ딒ꭖ뼆딮 ꨆ뗲
- 둪덧鯟돂꿮쏲齎땎 648,792ꡛ. 떂駖鯟돂 땊둿Ꜷ 65%. 떂駖鰆髖骶둿 둪덧쐎꺂 346,149ꡛ,
둪덧쐎꺂 1땎ꃏ 솟鮶 1.22ꡛ딮 齎땎딚 ꃊꃏ
- 묲꽢 62,500ꡛ딮 땻鰆둪덧 땊둿齎땎땊 떂駖鯟돂駖 뛧ꂾꇲ 먚 駖뙇ꆢ뎦 딮뙊쌮骶 땞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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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 Chaos
COVID-19 꺗쐿뎦껲 齎땎딮 ꆢ魢Ꞃ
鰊鯟ꆢ랖뒦몊骚

齎땎쌯ꃖ ꧥ 齎땎뒆뒎 띳駖

ꃖ魂낲꺂쑢껲갚끺뒦

齎땎쌯ꃖ

- 200驊 땊꺗딮 鰊鯟ꆢ랖뒦낶몃
- 400ꡛ 땊꺗딮 샢骂땎ꗻ둪몃
- 딮ꚢ鰆髖 ꧥ 꺂쑢랖낲껺샢骂, 떂駖ꆢ껲갚끺
랖뒦
껲뒎낲꺂쑢껲갚끺뒦
- 땻댶땎쐫랚땦됖 ꆯꧮ땛꽢 ꆢ랖뒦
髧뛒낲꺂쑢껲갚끺뒦
- 둪덧쐎꺂, 땻댶땎쐲ꆯ랖뒦꺂, 듷鬦꺂, 駚ꪧ땎
듶骓쎮땦 ꋇ 덓 30돂 ꡛ딒 魂꼇ꇲ 鰊鯟ꆢ랖
뒦ꂾ 魂꼇

- 駖뙇駚딮 ꤒꞂ뗗 ꧖ꆚ, 꺗쐎땧둿 띳駖 齎땎쌯ꃖ 띳駖
- 뒎꺆낲딮 骓뒆 됂 꺗ꧮ鰆 齎땎쌯ꃖ驊꿮 랖鹲썊 駯딖 鰆駚
ꃖ갚 16% 띳駖.

齎땎뒆뒎
- 땊둿낲껺 샾꾶 ꋇ딒 랖돃꺂쑢驆뛒 齎땎딮 뒆뒎駦 띳駖
- 껲뒎낲 COVID-19 땊쒚 齎땎뒆뒎驖꺂 랚썟뛧땊ꡆ, K魂딮
骓뒆 457ꡛ 驖꺂 먎돂 齎땎 뛧 85ꡛ땊 뛧띳딒 ꭚꜮ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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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제강연 2 I 코로나ing, 돌봄의 재구조화

Insight from COVID-19

COVID-19駖 麉딖 ꁊ齎ꠖ
-봪鹮ing髒 듚鰆딮 땒꺗꼇
-꧲뗚뗫밮뎦껲 꺳ꡛ魢 뗫밮딮 뗚쐮
-Untact 쐏딖 Ontact 갚ꃖꡊ ꤎ쐪딮 쐫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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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 샾ꗂꂺ땚딮 뗚쐮

ꆢ 뗲ꆚ 鰆꿶딮 ꪖ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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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from COVID-19
샾ꗂꂺ땚딮 뗚쐮
랖魃駖 숲껲 뗫딮뒊 ꆢ
- 랖魃駖駖 랖썻쌮ꁪ ꭚꨆ뗗 뗫딮딮 ꃖ꺗딚 꽢ꊳ딒 밮쐮ꇲ ꤒ랞뗗 쉣둪뎦껲, ꆢ딚 랖숲
 쌲 꺌딮 랞 뗚쐮썊덒 쌾.
- ꆢ齎ꆯ딮 駖밮뎦 ꃖ쌲 떂솟駖됖 ꆢꁪ 땦뎦 ꃖ쌲 ꆢ딮 쑢

- 땚鯞딒 꺗랫ꇮꁪ 齎ꆯ딮 駖밮ꁪ 齎ꆯ딮 駫ꆚ, 齎ꆯ딮 뗞ꃖ꼇, 齎ꆯ딮 뗚ꤎ꼇 ꋇ딒 쌿Ꞃ뗗딒
껺ꡛꇮ랖 댠骶, 썊ꃏ 齎ꆯ뎦 ꃖ쌲 꺂쑢뗗 땎낳髒 쌿딮Ꝓ ꃊ骶 땞딚 궦땚.
- 떂꺳꺆 齎ꆯ딮 駖밮駖 꺳꺆 齎ꆯ딮 駖밮Ꝓ 黮뎊껲ꁪ 骓뒆, 齎ꆯ땦딮 땒ꭖꁪ 꺳꺆 齎ꆯ딒ꭖ뼆 떂
꺳꺆 齎ꆯ딒, 띟 낲땻뎦껲 駖뗫딒 땊ꆯ쌶 駖ꁻ꼇땊 齨딢. 齎ꆯ 髋鯟딮 쐫ꃖ 땚鯞딚 麄뭪骶땦
쌮骶, 齎ꆯ땦딮 齎ꆯ딚 뾋썊 땊듺딚 Ꞣꊺ뎊麊ꁪ 땦딖 떂꺳꺆 齎ꆯ딮 駖밮駖 꺳꺆 齎ꆯ딚 黮뎊껲
ꁪ 驙딚 骓骚쌾.
- 떂꺳꺆 齎ꆯ딮 駖밮ꁪ 솟駖뗞쌮ꇮ뎊 땞딒ꡆ, ꆢ齎ꆯ ꏦ쌲 떂꺳꺆 齎ꆯ딒넾 ꆯ땒쌲 ꤎ뗲뎦 멮쌾.
떂꺳꺆 齎ꆯ뎦 ꃖ쌲 땦딮 땎낳ꩫ딚 髋듶쌮ꁪ 쌲 ꆢ齎ꆯ딮 駖밮ꁪ 齨댚랞 꿮 뎜딒ꡆ, ꆢ 齎ꆯ
땦딮 齎ꆯ딖 뗖땚鯞딮 ꅁ뎦껲 ꩭ뎊鹶 꿮 뎜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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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from COVID-19
샾ꗂꂺ땚딮 뗚쐮
ꆛꞓ딮 쎞魂Ꝓ 黮뎊 꺗쐎딮뙊딮 뗫꺗꼇딒
- ꆛꞓ뗗 땎駚땊ꕒꁪ 랖魃駖 땎駚髖딮 쎞魂꼇딚 랖뗗

꺂쑢랖딮 땎駚髖
- 꺂쑢랖ꁪ 鯒ꃖ뗗 땎駚髖뎦 鰆뫞
쌾
- 鯒ꃖ뗗 땎駚髖딖 땊꼇딚 駲땎딮
솎뗗 꽣꼇딒 땊썊쌮骶, 駲땎
딖 솟ꋇ쌮骶 땦듾뗗땎 뙊떂 꺗
뗫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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봪鹮ing 땎駚髖

- ꆢ ꭖ떂딮 꺗쐿딖 땎駚딮 꺌땊 뺖
땎뎦 뎒Ꞟ鹮 딮뙊뗗땊뎞ꁪ駖Ꝓ 꼇먆
쌮驢 쌾.
- 땎駚딖 鰆駚땊鹮 뗫ꆚ뎦 맾땊駖 땞딚
궦 鿚魂鹮 돞둎 뎜땊 뺖땎딮 ꆢ뎦
딮뙊썊껲 꺳뙊쌮骶 꼇땻쌾
- 땎駚딮 딮뙊딖 뙊떂뗗 꺂낺땊骶, 랖
鯏앞 뗫꺗뗗땎 驙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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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Ins
ight from COVID-19
D 19
샾ꗂꂺ땚딮 떂魂꼇

땎駚딮 꺗쐎딮뙊꼇딚 뗚뗲쌮骶 꺂쑢骓뗲뗗 솟ꋇ딚 ꆯꧮ쌮ꁪ ꆢ딮 뗫딮뒊 ꭚꨆ
ꆢ딚 뒆껶쌮ꁪ ꤎ쐪,
쐪 ꆢ딮 꼇 鮖꽣꼇딚 驆ꭖ쌮ꁪ ꤎ쐪
哏

1맾뗗 딮뙊
 ꆢ 꿮쏲땦딮 ꆢ 뗲髋땦Ꝓ 썻쌲 딮 뙊
 ꆢ딮 髋髋꼇 駫쐪
 떂뒦 랖뒦땦 , 鮲뗲땦, 髋鯟땦껲
魃駖돃쌶 駫쐪
 髋髋 땎싚ꕒꝒ 쐫뭿, 髖Ꞃ᠈
Ꞃ 駦ꆛ 먛
땚딚 駫쐪

2 맾뗗 딮뙊
 ꆢ 뗲髋땦딮 꺂쑢 , 뗲ꆚꝒ 썻쌲 딮뙊
 ꆢ 齎ꆯ땦뎦驢 ꆢ  駖밮뎦 꺗딧쌮ꁪ
뗫ꃏ쌲 땚鯞髒 꺂쑢뗗 땎뗫 뗲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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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ꂾ 齎땎ꆢ 꿮둪
랖뒦몊骚

삏꿮 둫魂
ꆛ驆齎땎

밮Ꞻ齎땎

뛧 띳鰆ꁻ뗲쌲齎땎
驊駫 齎땎

骓띳鰆ꁻ뗲쌲齎땎

鰆ꁻ 꺗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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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齎땎ꆢ 꿮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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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齎땎ꆢ 꿮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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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齎땎ꆢ 꿮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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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齎땎ꆢ 꿮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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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ꆢ 돃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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쏚낺랚ꂾ, ꆢ 돃ꖟ
ꆢ딮 랞髒 뙛꺂땦딮 麄딖 멮뒆
- 떂駖 둪덧쐎꺂딮 뒪솟鮶 齎ꆯ낲駚딖 108낲駚 낲駚ꃏ 鯟돂ꁪ 8
멲382뒦
- ꆢ 髋鯟魂뙆딮 낲땻쐪, ꆢ 뙛꺂땦딮 齎ꆯ ꭞ댞뗫꼇, ꆢ껲
갚끺딮 랞딖 ꧖뗧쌮驢 돆骆ꇮ뎊 땞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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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딮 뗲ꆚ 鰆꿶뗗 ꪖ쐪
썻꼇
- 땒꺗뗗 ꆢ髒 鰊鯟 ꆢ딮 쐎됚꼇
- 갚ꃖꡊ髒 ꃖꡊ딮 쐎됚꼇, (hi-tech됖 hi-touch)딮 骆쌿
쏫
- 랖돃뛧냂 쇂髚뗗 ꆢ
- 魃駖 뛒ꆚ딮 髋뗗 ꆢ 몊骚됖 낲꧒꺂쑢딮 ꆢ 돃ꖟ딚 骆쌿쌲 髋髋 ꆢ몊骚
- ꤎ뗲됖 둫魂딮 ꨆ꿮랖땊땦 돃ꖟ딮 뒦멲딒껲 랖돃꺂쑢뎦 ꃋ땊 땞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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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딮 뗲ꆚ 鰆꿶뗗 ꪖ쐪
쇂髚뗗 ꆢ 랖뒦몊骚 뙆驊
 쇂髚딮 둪꽢

둫魂딮 ꂺ덧쌲 맾뒦딚 쇂髚
쇂

 ꃖ꺗땦딮 쇂髚꼇

ꆢ딮 ꂺ덧쌲 ꃖ꺗땦Ꝓ 쇂髚

 꺳댶뛒鰆 , 骚밋딮 鮲밯꼇 샢鬊

 둫魂딮 쇂髚꼇

 둫魂딮 갚 鮲 ꩪ 꼇

 낲駚髋駚뗗 ꪖ쐪딮 쇂髚꼇
 ꆢ딮 돆 꽣 꼇

 쇂髚 ꃖ딧딮 둪 驊

 뭿ꭚ꼇 : 땦뒦딮 뭿ꭚ꼇
 ꧒駦꼇 : 둫魂 쇂맿딮 ꧒駦꼇
 듶돆꼇 : 껲갚끺 뗚ꃂ髒 ꃖ딧딮 듶돆꼇
ꃖꡊ髒 갚ꃖꡊ 꺂땊딮 듶돆쌲 뗚쐮
땒꺗뗗 ꆢ髒 鰊鯟ꆢ딮 듶돆쌲 뗚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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낲駚씦Ꝛ뎦 ꌆꝎ 둫魂ꪖ쐪 쇂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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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딮 뗲ꆚ 鰆꿶뗗 ꪖ쐪
쇂髚뗗 ꆢ 랖뒦몊骚딮 쐎됚꼇 띳랚 댞
- 땒꺗뗗 ꆢ髒 鰊鯟 ꆢ딮 쐎됚꼇
- 鰊鯟ꆢ 땧ꆯ 뙆驊 鮲뗫
- 鰊鯟ꆢ 魂뙆 ꧥ 땎ꗻ 몊骚쐪
- 鰊鯟ꆢ 땎ꗻ 썋냂 돃ꖟ 魂몊쐪 ꧥ 鬦듷 ꠪ꁊ뎒쐪

- 땒꺗뗗 ꆢ髒 鰊鯟 ꆢ딮 맾땊
鰊鯟ꆢ

땒꺗뗗 ꆢ

뗚ꃂ몊骚魂뙆

꺗쌮꿮랗뗗

땷骚뗗

Ꞃꄪ끓

髋髋 뛒ꆚ

꧒駚 뛧냂

땎ꗻ

ꆢ뗚ꤎ 땎ꗻ 뗲쌲

뛖뗚ꤎ ꧥ 낲꧒땦뒦딒 駲

낲鰆꼇

쌲낲뗗

꺗낲뗗

뗚ꃂ몊骚꼇驿

骓랗

듶돆

쇂쌾髖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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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딮 뗲ꆚ 鰆꿶뗗 ꪖ쐪
쇂髚뗗 ꆢ 랖뒦몊骚딮 쐎됚꼇 띳랚 댞
-갚ꃖꡊ髒 ꃖꡊ딮 쐎됚꼇 (hi-tech됖 hi-touch)딮 骆쌿

- 髒뗫
-

껲갚끺딮 ꭚ썊
ꃖꡊ 쌚둪ꆚ ꪚ 껲갚끺 듶쏫쐪
뗚쐮 낲뗦 뙆驊딮 魂몊쐪
ꃖꡊ ꭞ駖낲 ꃖꡊ뗞ꃖ뗗 껲갚끺딮 ꃖ댞
Ꞟꗾ

ꤎ둪덧
갚ꃖꡊ
-쌮땊뼣

덓
랖ꆚ

댞ꭖ
쐫땎

갚ꃖꡊ
-쌮땊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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뗫껲뗗
랖랖

ꃖꡊ
-쌮땊뼆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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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딮 뗲ꆚ 鰆꿶뗗 ꪖ쐪
쇂髚뗗 ꆢ 랖뒦몊骚딮 쐎됚꼇 띳랚 댞
- 갚ꃖꡊ髒 ꃖꡊ딮 쐎됚꼇 (hi-tech됖 hi-touch)딮 骆쌿
ꃖꡊ 쌚둪ꆚ뎦 ꌆꝎ 껲갚끺 듶쏫
ꃖꡊ 쌚둪ꆚ

갚ꃖꡊꤊ

갚ꃖꡊ駲

ꃖꡊ뒆껶뗗

ꃖꡊ뗞ꃖ뗗

뗚쐮 駖ꁻ꼇

꺗낲뗗 갚ꃖꡊ

쌚둪낲 뗚ꡊ 갚ꃖꡊ
뗚쐮

쌚둪낲 뗲쌲뗗
갚ꃖꡊ 뗚쐮

꺗낲뗗 ꃖ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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쇂髚뗗 ꆢ몊骚 랖돃꺂ꘖ
쇂髚뗗 ꆢ 랖돃 꺂ꘖ
껲뒎낲 ꆢ SOS (껲뒎쏫 뾋쌿ꆢ몊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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쇂髚뗗 ꆢ몊骚 랖돃꺂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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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ch딚 쐲둿쌲 ontack ꆢ
 뎊ꋪ鰢랖 駖ꁻ쌲駖?

땒꺗ꆢ껲갚끺

꺳쐲뙆껲갚끺

-쐲ꆯꖟꭚ껳 -駦뗫ꭚ껳

-Ꞧꩭ ៷땒뗫髖Ꞃ -鹶닾댞麊

-鰊鯟꺗쐿댢Ꞓ -냂Ꞃ꺗ꃊ껲갚끺

-덓댢Ꞓ ៷낳꺂댢Ꞓ -뒊ꆯ댢Ꞓ

-驊駫ꅆ땊뼆ꭚ껳 -갚ꃖꡊ 뒦驿꺗ꃊ

-낳ꂾ뭪멲 ៷돗꺗뾋쐪 -듶쀂ꯢ

뭲멮: 魂낏돓,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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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ch딚 쐲둿쌲 ontack ꆢ

쐲ꆯꖟꭚ껳
驊駫ꅆ땊뼆ꭚ껳

뎊鿢쌲 Ꞧ쀂, ꭞꡛ쐫쌲
ꤎ땻 ꋇ딮 땎낳 ꭞ駖ꁻ쌲 骓뒆
딧ꃖꝒ 듚쌲 랖 땦뒦 땦ꆯ 돆
骆 鰆ꁻ

뭲멮: 魂낏돓,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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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ch딚 쐲둿쌲 Ontack ꆢ

- 뱊꠪ꕒ 돗꺗땎낳, ꋪ끺싢ꗞ땊, 뼆밮
駖 駖ꁻ쌲 ꫝ
- 돗꺗뾋쐪 鰆ꁻ딚 쐲둿쌮돂 떂駖 ꆛ
驆齎땎髒 뗫껲뗗 鬦駦 鯏ꃖ쐪
- ꆢ ꫝ髒 ꃖ쐪 駖ꁻ쌮ꡆ, 땊Ꝓ 뾋

쌲 ꆛ驆齎땎駚딮 꺞뒊 벺ꥺꂞ샆
쏫꼇

뭲멮: 魂낏돓,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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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ch딚 쐲둿쌲 Ontack ꆢ

뭲멮: https://www.youtube.com/watch?v=9Ol7Kq5E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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