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활용프로그램 참여후기
1. 제목 :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공간 개선 · 자립역량강화 · 자존감 향상을 이루기 위한 정리수납 전문
가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행복이-룸(Room) : 행복을 이루는 공간』
2. 기관명 : 원광모자원
3. 기관소개 :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 설 립 일 : 1993. 1. 30.
◇ 시설종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 시설규모 : -세대동 : 생활인 주택 20세대, 세대당 9평
-사무동 : 사무실, 상담실, 도란도란 카페, 강당, 프로그램실, 독서실
◇ 입소인원 : 15세대 41명
(모 15명, 자 26명–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 설립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입소시켜 기본생계 보장 및 보호환경 개선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
육과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 저희 기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모자가족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모자가족에게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취업 및 교육지원, 상담지원, 여가문화

지원, 양육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참여 후기 내용
1)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
n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공간 정리의 문제
n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공간 변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필요
n 정리수납 전문교육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필요
2) 세부 프로그램 계획
n 행복이-룸(Room) 길잡이 : 5월 3일
- 사업홍보, 참여자 선정, 오리엔테이션(세부사업 설명, 심리검사 등)
n 행복이-룸(Room) 전문교육 : 5월 11일~8월 31일
- 정리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 과정 수료 및 자격 취득 : 5월 11일~6월 29일
- 핸드메이드 공예 배움 프로그램 (정리된 주거환경 꾸미기) : 7월1일~8월 31일
- 교육받은 전문 기술을 통해 참여자 본인의 욕구에 맞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n 행복이-룸(Room) 사회공헌 : 9월 1일~30일
- 행복이-룸(Room) 봉사단 결성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기 아동가정 등 정리수납, 주거환경 개선)
- 지역 주거복지센터와 MOU체결함(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중임)
-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 활동을 홍보하여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리수납 전문가 홍보

n 행복이-룸(Room) 갈무리 : 10월
- 사업 성과발표 및 참여자 소감을 나누는 시간
- 평가회를 통해 사업의 성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여 향후 계획을 세움
- 사후 심리검사(자아 존중감 척도), 만족도 조사
3)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n 사업성과
- 참여자의 70% 이상이 정리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으로 자립역량 강화
- 정리수납과 공예를 통해 주거공간을 욕구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향상
- 전문자격증 취득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아 존중감 향상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
n 기대효과
- 전문자격
- 지역사회
- 지속적인
- 주거공간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낮아져 있던 자존감이 향상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 회복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취업연계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만족도 향상

<오리엔테이션>

<2회차-정리수납 이론2>

<1회차-정리수납 이론 1>

<3회차-현장실습1>

<4회차-현장실습2/ 정리 전>

<4회차-현장실습2/ 정리 후>

[참여자 소감]
-참여자 문*혜님 : 늦은시간에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정리
수납 요령을 배우고 우리집 공간을 정리해보니 내 삶이 깔끔하게 정돈되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뿌듯하
다.
-참여자 전*길님 : 모자원에서 오래살다보니 정리가 안되는 짐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따고 너무 좋다. 늦은시간까지 열심히 교육을 해주시는 강
사님, 담당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담당자 이*규님 : 공간개선사업으로 변화된 공간에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참여자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남은 교육을 잘 진행하여 참여자분들이
정리수납 전문가가 되고, 그 능력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