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

3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월 주요행사 안내

일시 내용 시간 ‧ 장소
3월 16일 목요일 생신잔치 14:30~15:30 / 1층 사랑홀

3월 16일 목요일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08:20~09:20 / 지하대성전

3월 23일 목요일 낙상예방교육 08:20~09:20 / 지하대성전

※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월에 진행된 행사

2월 9일 <대보름맞이 전통놀이> 2월 16일 <어르신 생신잔치>

지난 2월 9일에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대보름 

복담기, 윷놀이, 만두빚기, 복주머니 만들기, 노

래자랑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푸짐한 선물증

정으로 어르신들께서 매우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

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2월에 생신을 맞으신 총 7

명의 어르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감사예배와 축하잔치를 진행

하여 생신 맞으신 어르신들과 잔치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 안 내 말 씀 》

 방문객 유의사항

 어르신 면회 시 보호자님과 함께 드실 1회 분량의 음식물만 가져오시기 바라며, 특

히 떡과 같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절대 반입을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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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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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시 

병원이송 용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오니 보호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셔서 병원진료 및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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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