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10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시편 23편 1-2절 말씀

  《 안 내 말 씀 》

 개인의복 관련 안내

 상반기에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개인 사생활 보호와 개성, 존중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의사

를 반영하여 입고 싶어 하시는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입으실 수 

있는 두툼한 내복과 일상복(3벌정도) 및 외출복 각 1벌정도 보내주시길 협조요청드립니다. 

입고 벗기 수월한 편한 옷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주년 개원식 안내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이 5주년을 맞이하여 11월 21일 오후 2시 개원식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오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실 수 있으면 감

사하겠습니다. 

 독감예방안내

   감기와는 다른 독감은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인후동을 동반  

  폐렴,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감기증  

  세가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매월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보호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뒷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자 입소계약서 재작성 안내

 현재 저희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입소 당시 어르신께서 받았던 장기요양등급이 만

료되어 갱신신청을 해야 할 경우 보호자님께 연락을 드리고 갱신신청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갱신기간에 따른 입소계약서를 재작성 해주셔야 하오니,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관련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평일 중에 사무실에 방문해주셔서 입소계약서를 작

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장미현 사회복지사 031-934-5700)

 

 전화번호 안내

구분 간호팀 사무행정팀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재활관리팀

담당자 김미숙 팀장 옥재욱 팀장 김미선 팀장 이남희 팀장 이재석 팀장

번호 934-5750 934-5722 934-5705 934-5730 934-5712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진행된 행사

9월 28일 <추석특별프로그램> 9월 29일 <송편빚기>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 전통놀이,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명

절 분위기를 한껏 만끽하였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받고 어르신들께서 매우 기뻐하셨

으며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9일에는 어르신들과 직원이 함께 송편만들기를 하

였습니다. 예전 추억담과 담소를 나누시며 예쁘게 

송편을 빚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

셔서 어느때보다 흐뭇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

니다.

 주요행사 안내

일시 내용 시간 ‧ 장소
10월 13일 금요일 노인의날 행사 10:00~14:00 / 지하대성전

10월 14,21일 토요일 나들이 5,6차 10:00~12:00 / 영산수련원

10월 26일 목요일 생신잔치 14:30~15:30 / 1층 사랑홀

11월 21일 화요일 개원 5주년 기념예배 14:00~16:00 / 지하대성전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