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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동산 소식

♥ 신애동산 행복한 이야기 ♥

‘부활절’ 예배

♥ 축하드립니다 ♥

‘어버이날 행사’

‘신애동산’ 의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1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다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르신들의 왼쪽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신애동산’이 되겠습니다.

♥ 프로그램 활동 ♥

원예치료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신애동산에서는 매월마다
‘생신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고 공연 또는
노래자랑 프로그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원 복리향상 ♥

장미,카네이션,등 다양한 색감의
꽃들의 향기와 색감에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꽃꽂이를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아서
아기 다루듯 애지중지 하시는
모습이 너무 어여쁘십니다.
다양한 놀이 활동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완화를 도우며 일상
생활의 무료함에 활력이 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활동입니다.
‘공굴리기’ ‘풍선배구’ ‘손수건 돌
리기’ 등 다양한 놀이로 어르신

놀이치료

에게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 야유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해소와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팀별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 공연 행사 ♥

88봉사단 공연

★ 직원 교육 ★

직원 선생님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응급상황대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구 시립극단공연

신애 노래자랑

야간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시의

신애동산에서는 음악, 노래, 춤,
연극 등 다양한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어르신 및 직원들이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신애동산의 하늘정원 이야기 ♥

‘노인학대예방교육’
존중받는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직원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신애동산에서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상자텃밭’을‘하늘정원’
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정원에는

물품 후원
임규춘 님
이 · 미용봉사
양지이발 봉사단

4개의 상자텃밭이 생겼고
상추,고추,블루베리,민트허브를
심고는 벌써부터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새 ‘하늘정원’에는
쑥쑥자란 상추를 어르신들과
함께 솎아내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봉사
금바라기예술단, 이애라찬양율동,
관현악4중주 공연단,
이도연색소폰공연단, 88봉사단,
대구시립극단
프로그램 봉사
김미숙 선생님, 하선화선생님,
최종순 선생님

두 손에는 싱싱한 상추가
한 가득이고 점심때 쌈으로
먹자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묻었습니다.

얼굴에
^^

행복이

노력봉사
가창중, 경일여중, 덕화중, 남산고
예배봉사
강홍배님(진라교회),윤국희님(대평교회),
여정택님(일심교회),가창성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