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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국기에 대한 경례

https://www.youtube.com/watch?v=I1ptmmw3SPo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애국가 제창

https://www.youtube.com/watch?v=owPlfSBebmc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인사말
Silver Joy Co.,Ltd. 대표이사

조남웅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감사인사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회의 회장

최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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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직원소개

요양보호사팀
최창숙, 김순신, 노복희,
엄태옥, 이승희, 조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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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개

간호조무사
권희주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직원소개

조리사
공숙자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직원소개

사회복지사
양윤정, 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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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개

부원장
이계선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    ) 

이다.



나는

(    ) 

이다.

아 버 지



나는

(    ) 

이다.

어 머 니



나는

(    ) 

이다.

어 버 이



나는살아있다.



나는무엇을위해사나?



칭찬받기위해산다



누구에게칭찬받길원
하나



내가사랑하는사람이

누구지?



나를사랑해준

사람이누구지?



나를사랑해준

사람이누구지?



사랑을받을줄알아야한다.

사랑받을때행복하다.

사랑을받기위해

태어났다는것은

사랑을받고있다는사실을

아는것



정성을다해키워주신

부모님의사랑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zJcDjp5C_9M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93%AC%EC%9D%B4


精誠



정성을다해키워주신

부모님의사랑을

알아야한다.



정성을다해키워주신

부모님의사랑을

알아야한다.





1.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2.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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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축복하기

며느라. 사위야
손자야, 손녀야
오늘도 건강해라.



Brain Fitness

 Exercising our brain systematically is as 
important as exercising our bodies

(Dr. Elkchon Goldbergs)

 Life long learning means life long 
neuroplasticity

불행은마음의습관병이다.



치매노인의 뇌가소성을 인지한 행복찾기 의도적 활동

행복의 나선형 상승(upward spiraling)

불안우울

분노불만

초조비관

무기력

비난

부정적

 사랑용기

 자부심

 만족감기쁨

 성취감친절

 검소감사

 희망낙관

 용서열정







치매노인의 행복을 찾아 주는
의도적 활동 프로그램의 방향

몰입(flow)체험을늘려라[Mihaly Csikszentmihalyi]

 1. 분명한목표

 2. 즉각적인피드백

 3. 도전과기술간의균형

 4. 집중력의강화

 5. 현재의초점

 6. 통제가가능

 7. 시간에대한감각이없다

 8. 자아망각(무아지경)
 9. 자기목적적(Autotelic)



톨스토이 – 성장을말하다. (석영중 교수 )28:00

https://www.youtube.com/watch?v=IKZyubdVU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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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말하기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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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답하기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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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율동, 다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니맘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니맘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네게 축복 더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 하노라



영종노인주야간보호센터

날좀보소
노인 효도잔치



칠갑산

https://www.youtube.com/watch?v=vWb3PvhooVI


장녹수

https://www.youtube.com/watch?v=ltPkRvqE6oE


불효자는
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ddnnUahXMA
https://www.youtube.com/watch?v=mddnnUahXMA


울어라 열풍아

https://www.youtube.com/watch?v=QhZt-MBLpo8


목포의 눈물

https://www.youtube.com/watch?v=RFC2lT3Vxqs


홍도야
울지마라

https://www.youtube.com/watch?v=NeJk-ZCHM3U
https://www.youtube.com/watch?v=NeJk-ZCHM3U


흙에 살리라

https://www.youtube.com/watch?v=e0mLZXeEvOw


이별의
부산정거장

https://www.youtube.com/watch?v=KQGoLHgo1AA


울어라 열풍아

https://www.youtube.com/watch?v=cKALEdJTOcs


찔레꽃

https://www.youtube.com/watch?v=fFd89nmkIc8


개나리 처녀

https://www.youtube.com/watch?v=gHMyvcoQI6Q


아이 좋아라

https://www.youtube.com/watch?v=mXp6j-98IZA


대지의 항구

https://www.youtube.com/watch?v=9bYjCJOT_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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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편지

http://youtu.be/yGZGm94YO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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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전의 부부
사랑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25FEfYv84lU


조선사람, 

“조선(朝鮮)”
의 어원

https://www.youtube.com/watch?v=W-cLI6i7x1Q&t=17s


요양이의 죽음

https://www.youtube.com/watch?v=fhBhz0ct8xs


♤신고산타령

어랑어랑어야어허더야내사랑아

신고산이우루루함흥차가는소리에

구고산큰애기밤봇짐만싸누나

어랑어랑어야어허더야내사랑아



♤신고산타령

가을바람소슬하니

낙옆이우수수지고요

귀뜨라미슬피울어

남은간장을다썩이네

어랑어랑어야어허더야내사랑아

어랑어랑어야어허더야내사랑아



♤신고산타령

어랑어랑어야어허더야내사랑아

구부러진노송남근

바람에건들거리고

허공중천뜬달은사해를비쳐주노라

어랑어랑어야어허더야내사랑아



♤신고산타령

산수갑산 머루대래는

얼크러 설크러졌는데

나는언제님을만나

얼크러설크러지느냐

어랑어랑어어야 어허야더야내사랑아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부딪히는파도소리단잠을깨우니

들려오는노젖는소리처량도하구나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하늬바람마파람아맘대로불어라

키를잡은이사공이갈곳이있단다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닻을놓고노를저으니배가가느냐

알심없는저사공아닻걷어올려라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밀물썰물드나드는세모래사장에

우리님이딛고간발자취내어이알소냐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일락서산해저무는날이큰닻을던지니

오동추야달밝은밤에님생각나누나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어스름달밤에개구리우는소리

시집못간노처녀가안달이났구나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오동나무길러서장구통파고요

총각은길러서내낭군삼잔다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망망대해해저무는날에큰북을울리며

뱃머리에큰깃을달고돌아들오누나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만경창파풍란을헤치며노젖는뱃사공

흰갈매기친구를삼고흘러만가누나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남의님을볼려고울타리넘다가

호박덩굴에걸려서동네귀신되누나



♤뱃노래

어기야디여차어기야디여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11. 서산낙조해저문날에뱃노래부르며

어기여차노를저어라달맞이가잔다



최숙자 (+) 개나리처녀

개나리우물가에

사랑찾는개나리처녀

종달새가울어울어

이팔청춘봄이가네

어허야얼시구타는가슴

요놈의봄바람아

늘어진버들가지

잡고서탄식해도

낭군님아니오고

서산에해지네



석양을바라보며

한숨짓는개나리처녀

소쩍새가울어울어

내얼굴에주름지네

어허야얼시구무정코나

지는해말좀해라

성황당고개넘어

소모는저목동아

가는길멀다해도

내품에쉬렴아



조용필 (+) 일편단심민들레야

님주신밤에씨뿌렸네사랑의물로꽃을피웠네

처음만나맺은마음일편단심민들레야

그여름어인광풍그여름어인광풍

낙엽지듯가시었나

행복했던장미인생비바람에꺽이니

나는한떨기슬픈민들레야

긴세월하루같이하늘만쳐다보니

그이의목소리는어디에서들을까

일편단심민들레는일편단심민들레는

떠나지않으리라



조용필 (+) 일편단심민들레야

해가뜨면달이가고낙엽지니눈보라치네

기다리고기다리는일편단심민들레야

가시밭길산을넘고가시밭길산을넘고

강을건너찾아왔소

행복했던장미인생비바람에꺽이니

나는한떨기슬픈민들레야

긴세월하루같이하늘만쳐다보니

그이의목소리는어디에서들을까

일편단심민들레는일편단심민들레는

떠나지않으리라



동백아가씨 1절

헤일수없이수많은밤을

내가슴도려내는아품에겨워

얼마나울었던가동백아가씨

그리움에지쳐서울다지쳐서

꽃잎은빨갛게멍이들었소

2절

동백꽃잎에새겨진사연

말못할그사연을가슴에안고

오늘도기다리는동백아가씨

가신님은그언제그어느날에

외로운동백꽃찾아오려나



이미자 (+) 섬마을선생님

해~~당화피고지~는

섬~~마을~~~에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열아홉살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이~름은

총각~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선~생~~~님

그리움이별~~~~처럼

쌓이는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마~오

가~지~를~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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