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2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여 호와 가 너 를 항 상 인 도하 여 메 마 른 곳에 서 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 고 물이 끊어 지 지 아 니 하 는 샘 같 을 것이 라
-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 안 내 말 씀 》
인플루엔자에 관한 안내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
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인플루엔자 중증화 및 치사율이 높은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면역력저하자, 대
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환자이므로, 이러한 만성질환 및 고령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입금 안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카드보다는
계좌이체로 보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금자명에 어르신성함으로 기입하여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철수(이영희어르신))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매월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보호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21일 오후 2시 30분 예정)

2월 주요행사 안내
일시
2월 1일
2월 10,18일 일,월요일
2월 21일 목요일

내용
설 세배 행사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2월 어르신 생신잔치

시간 ‧ 장소
09:00~11:00 / 각층 생활실
14:00~16:00 / 프로그램실
14:30~15:30 / 1층 사랑홀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구분

간호팀

총무팀

담당자
박미옥 팀장
이재석 팀장
번호
934-5750
934-5703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김미선 팀장
934-5705

이남희 팀장
934-5730

1월에 진행된 행사
1월 4일 <시무식>

지난 1월 4일, 시무식 행사에서는 굿피플노인전문요
양원 임직원 일동 모두가 새해에도 최상의 섬김으로 어
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며 발전하는 한 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
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타의 모범이
된 우수종사자들에게 이영훈 이사장님의 표창장 수여
식도 진행되었습니다.

1월 17일 <어르신 생신잔치>

17일에 1월에 생신을 맞으신 총 6명의 어르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생신선물과 카드를 증정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1월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 모두
기쁘게 참석하셨으며,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다과를
함께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