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8 면목데이케어센터 개소
■ 2010.10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 2020.04 장기요양보험평가 A등급

면목데이케어센터 소식지
2020년 6월 제118호

서울형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공인 제127호

5월 돌아보기. 생신잔치
센터의 인기스타인 세 분을 위한 잔치!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른 날보다 인사와 덕담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주인공 뿐만 아니라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도
직원과 가족들의 감사인사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020년 5월 8일 추억

“가족보다 먼저, 이렇게 잘 차려주고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5월 돌아보기. 요리교실
“언제쯤 놀러 갈 수 있을까?
나들이 가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
실내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피크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메뉴인 샌드위치!
달콤함 고구마와 식감이 좋은 채소로
맛있게 만들어 드셨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추억

“감자가 아닌 고구마로 샌드위치 만드니까 새롭네~”

5월의 기타 활동 소식은 홈페이지 또는 ‘키즈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소식지와 프로그램 일정표, 송영계획표, 식단표, 5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해 보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6월 일정
문의처

■ 생신잔치

■ 소방안전교육

- 일시 : 2020.6.5(금) 15:00

- 일시 : 2020.6.25(목) 10:00

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주인공 : 김월*님

- 내용 : 재난(화재 등) 대피훈련

면목데이케어센터

■ 요리교실

■ 도서관나들이

- 일시 : 2020.6.12&19(금) 15:00

- 일시 : 2020.6.26(금) 15:30

- 주제 : 매실청&식빵피자

- 장소 : 아름인 도서관

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담당 이영란 과장
장아라 사회복지사
T. (02) 436-0069 /
010-8950-4366

※ 기타일정은 ‘키즈노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F. (02) 436-0067

알려드립니다
■ 5월분 청구서를 함께 동봉하오니 6월 15일까지 입금 부탁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6월도 이발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발이 필요하신 분은
가정에서 지원 바랍니다.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손 씻기, 일 2회 이상 환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나와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관련 우편을 수령하시거나 자격변동(갱신, 본인부담률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등) 생길 시 센터로
정보를 알려주셔야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처방전을 새롭게 받으시면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어르신의 소식은 홈페이지와(www.truem.or.kr / 검색어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키즈노트’를(포털 검색, 스마트폰
앱 사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야간/주말(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영차량 이용이 불가피할 시 반드시 센터 핸드폰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꼭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건의사항)을 들려주세요
어르신과 가족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식〮〮간식 메뉴, 프로그램 등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