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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강원센터 직원들은‘노인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과 어르신 건강체크 및 상담’을 위해 재능나

눔활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는 남부복지관을 방문했다.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강원센터 식구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속 안전

을 위하여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그리고 교육 강의를 담당했다. 춘천남부복지관은 노래교실, 요가, 라인

댄스, 헬스시설 등 건강증진사업과 서예, 종이접기, 동아리활동, 문예활동 등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손 맞잡고 외로움도 달래드린 건강상담

이른 아침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맞아 주셨다. 어르신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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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센터의 재능을 나누어 드리다
- 노인복지관에 재능기부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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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시지 않게 복도에서 접수하고 간이검사와 건강상담은 의무실에서 3명의 간호사가 진행하였다. 당

뇨, 혈압 등 순환기 질환이 대부분이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간이검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어르신들은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약도 꾸준히 드시고 금연, 운동 등 건강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멋쩍게 자랑하셨다. 그 분들의 건강관리 비결을 듣고 있자니, 산업현장에서 

바쁘다고 건강관리와 치료를 나중으로 미루어 놓았던 근로자들이 질병을 갖게 되는 안타까운 기억이 

떠올랐다.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이야기를 늘어놓으실 때나 자녀들의 성공을 슬그머니 자랑하시는 어르신들의 

눈과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러다 몇몇 경우에는 남은 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하며 불안한 한숨을 내놓으실 때는 살며시 두 손을 감싸 주기도 했다. 한 분, 한 분 상담 끝나

시고 나가시는 뒷모습에서 따뜻한 보람이 느껴졌다.

병원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간호하다가 사업장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활

동을 하게 된지도 1년이 되어간다.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위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상담을 해드려야겠다. 그 뿐 아

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상담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보건과 안전은 나이 제한이 없다

어르신들의 멋진 노년을 위한 건강한 삶과 생활 속 안전을 위한 교육 강의가 이어졌다. 점심 식사 후

라 다들 주무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는데 스크린을 보시려고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강사의 말에 집중

하며 메모하는 모습을 봤다. 보건과 안전에는 나이제한이 없음을 다시금 느꼈다.

강원센터가 관리하는 사업장에는 55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가 많이 있다. 근로자가 건강하려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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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을 꾸준히 예방·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준비와 계획을 충

실해 해야 한다. 근로자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인 것도 느꼈다.

춘천 남부복지관에서 펼쳐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나니 예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건강관리

나 복지서비스가 요즘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자는 우리 협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비롯한 산업보건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100여 명을 상담하고 보니 어느덧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간호사로서 보건관리자로서 나

의 재능과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재능을 드렸는데 어르신들께

서는 우리에게 뿌듯한 보람과 행복한 소명감을 돌려주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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