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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 발행일 : 2021년 5월 1일

○ 전화 : 051) 756-0569

Part 3
::즐거운 생활
활기찬 노후

○ 홈페이지 : silver.bulgukto.or.kr

Part 1
::궁 금 한
이야기

5월 어르신 생활이야기

❤ 이달의 주인공 ❤
5월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께 축하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 - 요리프로그램
5월 요리프로그램(고구마 경단 만들기)
으깬 고구마를 이용해 경단을 만들어봤습니다.
직접 만드신 것을 맛 보시고는 맛이 좋다며
좋아하셨습니다.

❤ – 원예프로그램
5월 원예프로그램(고추지지대 세우기)
지난 달에 심은 고추 모종이 자라 지지대를
세워 보았습니다.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
능숙한 솜씨로 지지대를 세우시는 활기차고
신나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다도프로그램
5월 차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수국차(이슬차)입니다.
차를 음미하기 전 수국차의 효능을
어르신들에게 설명 드리고 맛을 음미하시며
다과를 즐겨보았습니다.

5월의 탄생석은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와 같이 영롱하고 아름다
운 찬란한 봄의 끝에 어느 때보다 즐겁고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통신문과 함께 2021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자료가 발송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리며, 보호자
간담회는 서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와 이용자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상락정 배산실버빌이 되겠습니다^^.

○ 직원근무현황은 각층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Part 2
::알 고 싶 은
이야기

어버이날 행사

Part 4
::따뜻한마음
고마운손길

▣ 어버이날 ▣
5/4(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족분들의 초대
없이 내부행사로 어버이날을 진행했습니다.
손수건과 직원들이 직접 만든 매듭합장줄을 원장님께서 직접 어르신께 해드리니 어르신들
모두 감사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내년 어버이날 행사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하는 어버이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안내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
6/9(수), 6/10(목) 양일간 1차 접종 완료하신 어르신들 2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접종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예의주시하며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어르신이 가족분들과 만나 뵙고 소통하실 수 있는 자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5월 행복 나눔 캠페인
나눔에서 시작된 사랑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 자원봉사안내 : 문의 및 상담(유선,방문신청)▶신청서작성▶자원봉사교육▶봉사활동
☛ 자원봉사내용 : 생활실지원(기관청소, 어르신 말벗), 전문분야(프로그램 진행) 등
▣ 사무용품후원안내
사무용품(A4, A3, 볼펜, 건전지 등)
▣ 물품후원안내
복지용구(휠체어, 보행기, 욕창매트 등), 생필품(비누, 치약, 칫솔, 휴지 등),주․부식(쌀, 야채 등)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가죽으로 되어있는 덧신
▣ 후원안내 및 신청 :
☛ 후원계좌 : 예금주 (복)상락정배산실버빌
부산은행 140-13-000280-3 / 농협 1066-01-005950 / 기업은행 102-052883-01-059
☛ 후원방법 : 홈페이지, 전화 및 직접방문 신청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상락정과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월간 가정통신문입니다.

(우편발송 된 가정통신문은 상락정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