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 아산재단 지원받아 ‘노노(老老)케어사업’ 진행…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서로 의지하는 노년층의 새로운 우정”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동년배인 독거노인과 봉사자가 말벗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노노케어사업은 노인들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사진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박명선 봉사자의 말벗 전화
봉사와 봉사단 발대식 모습(왼쪽부터).

2016년 10월 말, 경기도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중원복
지관)으로 정모(여·78) 씨가 찾아왔다.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

노인 1천여 명의 전화 말벗이 됐고, 2016년에는 28개 기관의 봉
사자 690여 명이 독거노인 1,600여 명의 친구가 돼주고 있다.

는 정씨는 중원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노(老老)케어사업’ 수혜

중원복지관은 2015년부터 2년째 노노케어사업을 진행 중이

자였다. 보행기에 의지해야 이동이 가능한 정씨가 불편한 몸을

다. 첫해에는 35명의 봉사자가 각각 2명씩 70명의 독거노인과 친

이끌고 중원복지관 상담실까지 찾아온 이유는 그녀에게 말벗 봉

구가 됐고, 2016년에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사자를 15명

사를 해주는 박명선(여·69)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으로 압축해 30명의 말벗이 돼주고 있다. 특히 중원복지관의 봉

정씨는 얼마 전 임대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한글을 몰

사자들은 독거노인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로 간의 친밀

라서 박씨가 서류작성을 꼼꼼하게 대신해 주었다고 한다. 큰 기

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수혜자인 독거노인이 봉사자에게 먼저

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 주민센터로부터 임대아파트 당첨

전화를 걸어 안부를 걱정하는 관계의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락을 받았다.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박씨에게 전하고 싶었는

중원복지관의 서재순(35)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들은 동년

데 몇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담실을

배인 봉사자와의 새로운 우정을 통해 외로움이 줄면서 심리적 안

찾아온 것이었다. 박씨가 개인사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한 것

정을 찾고 있어요. 봉사자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자존감 향상

으로 뒤에 밝혀졌지만, 이는 중원복지관의 노노케어사업 성과를

을 경험하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요즘 아산재단의 노노케어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업이 계속돼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노노케어사업이란 아산재단이 2015년부터 기획해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한 노인 자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
은 1977년부터 4,200여 사회복지단체에 40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봉사자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이상 전화를 걸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어 안부확인과 말벗 봉사를 한다. 2015년에는 전국 12개 노인복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지관을 선정해 봉사자 330여 명이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거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