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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중

요양원소식
2017년4월3일 월례회의

2017년4월19일 시설운영위원회
투명한 시설운영을위한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었
습니다.

2017년4월7일 자치위원회 위원단 간담회

2017년4월19일 종로구청J-SUS 공연봉사

생활인자치위원회 위원진의 간담회가있었습니

종로구청소속의 J-SUS공연팀은 매해 우리요양

다. 생활인들의 요양원 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는

원에 찾아와주고있습니다. 다년간의 인연으로

자치위원회가 되기위한 방법에 대해고민하고 이

우리 가족들의 취향을 저격한 공연을 준비해 주

야기 나누었습니다.

었고 요양원 전체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2017년4월15일 연신내성당 자원봉사

2017년4월21일 양주시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버스에 내려서 요양원까지는 도보로10여분 정

지역사회 복지증진을위한 양주시사회보장협의

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이 길은 예쁘
고 보통 깨끗하지만 누군가 조금만 신경을 써 준
다면 더 좋은 길이 됩니다. 연신내성당 청년부 학
생들이 우리 요양원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때때
로찾아와 멋진 공연을 해 주거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 땀흘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요
양원 가족들과 함께 동네 청소를했습니다.

체 장애인분과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4월10일~12일, 24일~26일
2017년 총 6회로 계획된 제주여행중 3~4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여행사 곰두리여행
에서 여행마다 도움을 주어서 보다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맞게 여행일정을 조정
하고, 멋진 장소로 안내해주니 여행에 참여한 가족들의 표정이 더없이 밝습니다. 남은 5, 6차 여행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바라며, 요양원 가족분들의 바람대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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