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월 희망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1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시편 편 절 말씀- 37 3-4

안 내 말 씀《 》

년도 요양시설 수가 요양비 인상에 따른2017 ( ) 입소계약서 재작성 요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년도 요양시설 수가가 추가 인상되는 것2017 4.02%

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 (

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입소계약서 재작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내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탁의사 제도 개선사항 알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요양시설의 촉탁의사 운영내용의 개선을 목적으로 촉탁의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된 변경사항으로는 촉탁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인원별 본인부담비용 초진 원 재진 원 이( 2,880 , 2,060 )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년 월부터는2017 1

기존 요양비에 한 달 원의 진료비가 추가될4~5,000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일 기준1 일 기준31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1 등급2 등급3

년 수가2016 57,040 52,930 48,810 1,768,240 1,640,830 1,513,110

년 수가2017 59,330 55,060 50,770 1,839,230 1,706,860 1,573,870

인상 수가 2,290 2,130 1,960 70,990 66,030 60,760



생활실 개인물품 관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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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이 크므로 가급적 꼭 필요한 소량의 물품 위주로 보관하시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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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진료 및 차량이용 안내

본원에 입소하여 계신 어르신의 병원진료는 보호자님 동행 하에 다녀오셔야 함을 알

려드립니다 또한 앰뷸런스 차량은 호스피스 소유 차량으로 요양원에서는 응급상황.

시 병원이송 용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오니 보호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셔서 병원진료

및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월 주요행사 안내1

일시 내용 시간 장소‧

월 일 목요일1 19 월 어르신 생신잔치1 14:00~15:00 / 층1 사랑홀

월 일 목요일1 26 설맞이 세배 행사 지하 대성전10:20~11:20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구분 간호팀 사무행정팀 복지사업팀 영양지원팀 재활관리팀

담당자 박미옥 간호사 강신미 사무원 김미선 팀장 이남희 팀장 이재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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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에 진행된 행사12

월 일 문화공연12 17 <“The Flat” > 월 일 어르신 생신잔치12 22 < >

매번 멋진 연주와 따뜻한 음성으로 모두의 마음을 감

동시키는 공연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The Flat”

복지센터에 계시는 어르신과 환우님을 위해 방문해주

셨습니다 화려한 악기연주와 합창을 감상하신 어르신.

께서는 시간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며 더 플랫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에는 월에 생신을 맞으신 총 명의 어르신을22 12 9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생신선물과 카드를 증정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월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 대. 12

부분 기쁘게 참석하셨으며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다과

를 함께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월 일 크리스마스 특송12 23 < > 월 일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 공연12 31 < >

일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모니합주단 프로그램에23

참여하시는 어르신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특별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악기연주와 합창으로 아기예수님. ‘ ’

과 천사들의 노래가 두 곡을 악기연주와 함께 열‘ ’

심히 연습하여 활기 찬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

니다.

월 일에는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 연주단의 공12 31

연이 있었습니다 영아티스트 음악학원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팀은 처음 방문에도 매우 노련한

연주솜씨로 보는 사람들을 놀랍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어린 손주의 재롱잔치를 보듯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