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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녕해수욕장에서

요양원소식
2017년3월2일 1905부대와의 교류확대 협약

2017년3월18일 생활인 고충처리 위원회

1905부대와 MOU협약을 채결했습니다. 재난

분기별로 운영되고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

예방및 복구, 환경보전등의 대민지원과 일손돕

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생활관 내에서 발생

기, 군부대견학등의 내용으로 체결된 이번MOU

하는 불편과 욕구를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로 큰 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2017년3월7일 서울대학교 장애인 치과병원 교육

2017년3월21일 야간소방대피훈련

서울대학교 장애인 치과병원에서 우리 요양원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

에 찾아왔습니다. 치아와 잇몸건강을 위해 올바

어져야 합니다. 우리요양원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른 양치법, 치실 사용법등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

간이었습니다.

자 "불이야"를 외치며 대피하는 가족분들의 모습
이 자연스럽습니다.

2017년3월15일 원장님 교육

2017년3월 앞마당 산책과 메니큐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관점으로 접

우리요양원 가족분들을 위해 그동안 많은분들

근하는게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후원 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떼에서 보내주신 메니큐어를 앞마당 산책시간
이나 주말등의 시간을 활용해 칠해드리고 있는데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
다.

2017년3월15일~17일, 24일26일
제주도 한번 가 보는것이 소원인 가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내신 분들을 위로해주고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너무 오랜시간 사회와 떨어져
지내 멀리가는 것이 두렵다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은 아름답고, 맛있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월까지 4회의 제주도 여행을 더 다녀올 계획입니다. 앞으
로 남아있는 제주도 여행도 이번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대선 고천희 권영재 권영진 권영탁 권혁무 권혁무 권호동 김기범 김덕기 김동균 김동연 김동우 김문규 김선국
김수경 김순자 김승기 김영덕 김용완 김은자 김정근 김정남 김정남 김정석 김진숙 김진순 김찬섭 김현숙 남경우
남윤정 류재란 무기명 문성아 문진일 박광남 박귀봉 박문배 박병오 박병오 박성관 박용식 박용진 박종상 박지현
박진성 박초희 박현순 박혜경 백말례 백윤미 변민철 서은아 송경준 신동한 신승환 신장환 심진영 안덕준 안현숙
어윤봉 엄태인 오상호 오연근 오영자 오진용 원광종 유이화 유정수 윤미정 윤은정 윤형석 은정민 이경희 이동일
이복남 이설영 이성구 이순옥 이용재 이은영 이은주 이인순 이정희 이혜옥 이호연 임상옥 임영자 장미애 장은경
장정언 정선영 정성남 정용숙 정현덕 채경숙 채동기 채석양 최명철 최수용 최진미 함윤관 황양숙 황정연 황희숙
황희영
대영건설중기 / 삼성웰스토리(주) / 서광자원 / 선진중기 / (주)송추가마골교현지점 / 알레르망 / 양주냉동
일광자동차공업사 / 장흥농협하나로마트송추점 / 진광스포츠 / 큰길약국 / (주)파워크리닝시스템 / 현대LPG산업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은호 권기정 권향수 김가현 김강민 김덕연 김동신 김민우 김성찬 김성택 김원찬 김유민 김지영 김형자 김혜련
문성삼 박혜정 서광석 손은경 손은빈 신중문 안대혁 염혜경 유덕상 유현 이명숙 이유리 이현애 정선경 정지우 정
현경 정희찬 조민정 조수형 조애란 조현미 지승우 최서윤 최숙영 홍미영 홍윤순 황망래
연신내성당 / 56사단

후원내역
후원금지출

후원금수입
전월이월

66,727,869

지정

0

비지정

7,144,610

예금이자

4474

공공요금

후원품
26,460

수용비 및 수수료

704,330

의료비

680,000

프로그램사업비

4,040,040

후원사업비
누계

양털깔창 300개

149,380
68,276,743

후원안내
ㆍ인터넷 후원신청
http://seoul3300.or.kr 후원 및 자원봉사, 후원안내 페이지에서 후원신청 해주세요.
ㆍ무통장입금
국민은행 267-25-0008-315 서울정신요양원
우리은행 1005-001-393394 서울정신요양원
ㆍ물품후원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등의 물품으로 후원해주셔도 금액환산 근거에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ㆍ후원문의
Tel. 031-826-3300 / 070-4652-3878 / 사회복지팀 최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