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12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 안 내 말 씀 》

 2018년도 요양시설 수가(요양비) 인상에 따른 입소계약서 재작성 요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요양시설 수가가 9.87% 추가 인상되며 본인부

담 경감대상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확정

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가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계약서 재작성은 정확한 수가 확정시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1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인의복 관련 안내

   지난번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동절기에 입으실 수 있는 가볍고 따뜻한 내복과 일상복(3벌  

  정도) 및 외출복 1벌정도와 미끄럼방지용 양말 3~4벌정도 같이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협조  

  요청드립니다. 입고벗기 수월한 편한 옷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안내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

상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인플루엔자 중증화 및 치사율이 높은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면역

요양시설
1일 기준 31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017년 수가 59,330 55,060 50,770 1,839,230 1,706,860 1,573,870

2018년 수가 65,190 60,490 55,780 2,020,890 1,875,190 1,729,180

인상 수가 5,860 5,430 5,010 181,660 168,330 153,310



력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환자이므로 이러한 만성질환 및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

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

니다.

    

 생활실 개인물품 관리 협조요청

 어르신 개인물품을 과도하게 생활실에 보관하고 계신 경우 물품 훼손, 분실 등의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꼭 필요한 소량의 물품 위주로 보관하시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께서 개인물품을 만지거나 정리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매월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는 보호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행사 안내

일시 내용 시간 ‧ 장소
12월 16일 토요일 보호자 간담회 14:00~16:00 / 지하 대성전

12월 20일 수요일 하모니 합주단 예배 특송 10:30~11:30 / 지하 대성전

12월 21일 목요일 12월 어르신 생신잔치 14:30~15:30 / 1층 사랑홀

12월 23일 토요일 “The Flat”문화공연 10:30~11:30 / 지하 대성전

12월 24일 일요일 성탄주일예배 09:00~10:00 / 지하 대성전

12월 25일 월요일 성탄감사예배 09:00~10:00 / 지하 대성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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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진행된 행사

11월 12일 <라온제나 공연> 11월 23일 <어르신 생신잔치>

  

 12일에는 가족오케스트라인 라온제나 공연이 있

었습니다. 관현악단 연주와 합창, 독창, 피아노 독

주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는 공연을 감상하시며 

어르신들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이셨고 고사리손

으로 연주하는 학생들의 공연을 보시고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23일에는 11월 생신을 맞으신 13명의 어르신

의 생신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달 생신을 맞으신 

13명의 어르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생신선물과 카드를 드리고 맛있는 다과를 나누며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1일 <개원 5주년 기념 감사예배>

 

 21일에는 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방문 해주시어 귀한 설교말씀을 전해주셨고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

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가나안복지원의 어르신

들과 내빈객을 초청하여 다함께 개원기념 예배를 드리며 5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