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11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 잠언 29장 25절 말씀

  《 안 내 말 씀 》

  인플루엔자에 관한 안내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

한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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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환자이므

로 이러한 만성질환 및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가급적 면

회를 자제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5주년 기념예배 안내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이 5주년을 맞이하여 11월 21일 오후 2시 개원식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오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

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자 간담회 안내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건의사항  

 및 의견을 교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특별히 귀한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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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행사 안내

일시 내용 시간 ‧ 장소
11월  03일 금요일 실버미술 전시회 관람 나들이 14:00~15:00 / 운정행복센터

11월 12일 일요일 라온제나 공연 15:00~15:40 / 지하대성전

11월 19일 일요일 추수감사절 예배 09:00~10:00 / 지하대성전

11월 21일 화요일 5주년 개원기념 예배 14:00~15:00 / 지하대성전

11월 23일 목요일 생신잔치 14:30~15:30 / 1층 사랑홀

12월 09일 토요일 더플랫 문화공연 10:00~11:00 / 지하대성전

12월 16일 토요일 보호자 간담회 14:00~16:00 / 지하대성전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구분 간호팀 사무행정팀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재활관리팀

담당자 김미숙 팀장 옥재욱 팀장 김미선 팀장 이남희 팀장 이재석 팀장

번호 934-5750 934-5731 934-5705 934-5730 934-5712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진행된 행사

10월 13일 <노인의 날 행사>

  

10월 13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하공연 및 점심식사를 대

접하였습니다. 오혁진 센터장님의 감사예배 설교말씀을 시작으로 주사랑합주단의 악기 공연과 부채춤

을 즐겁게 관람하셨습니다. 오산리노인회와 가나안복지원의 어르신께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

셨고 점심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6일 <어르신 생신잔치> 10월 31일 <하모니 예배특송>

26일에는 이 달 생신을 맞으신 13명의 어르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예배를 드렸습니

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생신선물과 카드

를 드리고 맛있는 다과를 나누며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1일에는 하모니합주단 예배특송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준비하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께 영광돌리며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 

모두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