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 안 내 말 씀 》

 어르신 개인의류 교체 및 관리 협조 요청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아진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일상복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실

내 및 침상생활이 많으신 어르신을 위하여 면소재의 편안한 긴팔 상의와 하의, 청결을 위한 

속옷류, 예배 및 생활실 밖 이동시 겉옷으로 입으실 수 있는 카디건류 등을 준비하여 주시면 

어르신의 건강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기 및 발열 시 면회 자제 협조 요청

   계절 감기증상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면회 시 손소독 

등 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갱신 시 입소계약서 재작성 및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안내 말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후 입소계약서 재작성 

및 급여제공계획서 동의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내방 시 계약서 및 동의서 작성

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복지사업팀 031-934-5705, 5716)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매월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보호자 참여 가능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월 생신 맞으신 

어르신의 보호자님들과 면회 등 사유로 내방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생신잔치에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오후 3시 진행)  

 10월 주요행사 안내

일 시 내 용 시간 ‧ 장소
10월 4일 목요일 노인의 날 프로그램 14:30~15:30 / 지하 대성전

10월 6, 22일 일,화요일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14:00~16:30 / 프로그램실

10월 17일 목요일 10월 어르신 생신잔치 15:00~16:00 / 1층 사랑홀

10월 24일 목요일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15:00 ~16:00 / 홀, 생활실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월에 진행된 행사

<추석 특별 프로그램>  <3분기 시설운영위원회>

  지난 9일에는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 전통놀이를 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받고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셨으며 마음이 훈

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2019년 3분기 시설 운영위

원회가 열려 시설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3분기간의 시설운영 결과와 앞으로의 시설운영의 주

요 과제 등을 논의, 공유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생신잔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지난 19일에는 9월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을 축하해드
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와 존경, 사랑의 마음

을 담은 감사예배와 찬양무용 선교단의 축하공연이 있었
습니다. 또한 정성으로 마련한 생신선물과 카드를 드리며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4, 27일에는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 전직원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교육을 통하여 어

르신의 인권보호와 권리,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설 전화번호 안내

구분 총무팀 간호팀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시설관리팀

담당자 이재석 사무국장 박미옥 팀장 김미선 팀장 이남희 팀장 이세철 팀장

번호 934-5703 934-5750 934-5705 934-5730 934-5742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