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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주제에대한 오문자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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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참여 가족들과
함께한 나들이.

※ 활용된사진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일부 모자이크 되었습니다.

요양원소식
2017년2월1일 사랑나눔봉사단 공연봉사

2017년2월8일 72사단 자원봉사

사랑나눔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우리요양원에 찾

72사단에서 자원봉사를 위해 요양원에 찾아와

아와 공연봉사로 생활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주었습니다. 72사단은 장교, 부사관, 장병 구분

있습니다. 멋진 연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

없이 함께 약 300세트의 침구를 털어주었습니다.

는 사랑배달꾼 사랑나눔봉사단을 응원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숙면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2월6일 월례회
2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서비스를 검토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2017년2월3일 56사단 자원봉사

2017년2월 프로그램 안내

우리 요양원 주변에는 군부대가 꽤 많이있습니

2017년 우리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적

다. 그 덕분에 부대의 정신교육 기간이나, 신병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신건강지원 프

들의 군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

로그램 4개, 건강지원 프로그램 5개, 활동지원 프

원봉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날 쌓인눈을 치워준

로그램 3개, 정서지원 프로그램 5개로 총 17개의

장병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들의 낙상사고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요양원 생활이

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할 것입니다.

요양원소식

2017년2월25일 남궁수정 공연봉사
남궁수정 선생님은 2015년 노래교실프로그램
으로 우리 요양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프로그
램은 종료 되었지만 꾸준히 자원봉사를 와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꿈나무 뮤지션들과 함께 요
양원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
와 노래가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감흥을 불러일
으켰습니다.

2017년2월18일 한마음예술단 공연봉사
우리요양원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있습
니다. 한마음 한마음예술단은 매년 우리요양원
올 봄엔 제주도에 갈거에요.

에 찾아와 주는 고마운 공연팀입니다. 이날도 좋
은 공연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

서울정신요양원 가족과 함게 제주도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과 들에 꽃이 피어 알록달록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제주도에서 2박3일간 좋은 것 많이 보고, 맛난 것
많이 먹고, 기분좋은 휴식 만끽하고 돌아오자 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까지 매월2회. 제주도에서 함께 걸으며,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2017년2월15일 생일잔치
2월 생일을 맞은 가족분들을 위한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욕구에 따라 외부에서 생일을 축하
해드리기도하고, 원 내에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
를준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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