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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방동산에서는 비접촉
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 모든 면회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화방동산 비접촉 면회 세부사항 안내
※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 한하여 저희 기관에서도 통제된 공간
에서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þ 신청 방법 : 전화로 신청 후 방문(선착순), 어르신 당 면회 횟수는 월 1회로 제한합니다.
þ 면회 일시 : 목, 금, 토, 일 (월, 화, 수는 면회 불가능합니다.)
þ 면회 시간 : 1일 6팀, 1시간 이내로 시간제한, 사전 신청제로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면회 시간은 2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소독 및 정리 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1차 : 09:00 ~ 10:00 (오전)

4차 : 13:30 ~ 14:30 (오후)

2차 : 10:00 ~ 11:00 (오전)

5차 : 14:30 ~ 15:30 (오후)

3차 : 11:00 ~ 11:40 (오전)

6차 : 15:30 ~ 16:30 (오후)

(3차는 어르신 점심 식사로 인해 40분으로 제한합니다.)
þ 면회 허용 인원 : 최대 5명으로 제한
þ 면회 준비물품 : 개별 마스크 (미착용 방문 시 면회 불가능)
þ 면회 방법 : 유리문을 경계로 비접촉 면회 진행 (음식물 섭취 불가능, 간식 및 생필품 전달가능)
※ 방문 시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면회 후 모니터링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 시 예약된 모든 면회가 취소됩니다.

프로그램 및 활동 소식

체육활동(농구) 시간입니다.
농구공을 골대로 힘껏 슛~ 야외활동이 힘든
요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신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숨은그림찾기 시간입니다.
큰 바탕 그림 안에 작게 숨어있는 주전자, 다람
쥐 등을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찾아낸 그림들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는 즐
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고마운 손길
♥ 11월 따뜻한 마음 고마운 손길 기쁨을 나누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세제,커피)이**(초코파이,요구르트)박**(영양떡,모둠과자,쥬스)자**(조선호박,포도)김**(기정떡)오**(기저귀)정**(순살치킨
,음료수)박**(영양떡,사과,식혜)박**(보리쌀,강낭콩,속청콩)강**(영양호박,새우살,양파)백**(바나나,귤,단감,사과,배)떡*(영양떡,
음료수)김**(모둠빵,쥬스)김**(기정떡,식혜)김**(영양떡,모둠과자)권*(사과,배)이**(세제)강**(조선호박)자**(영양호박)설**(모
둠과자,쥬스)유**(참기름,배)남**(마스크)설**(화장지,세제,물티슈)김**(햄버거,쥬스)남**(세탁세제,섬유유연제,단감)권**(모둠
빵,사과쥬스)

♥ 이달에 후원해 주신 물품입니다. 여러분의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작은 정성이
정성이 큰
큰 힘이
힘이 됩니다.
됩니다.. ♥
♡♡♡ 보내주신 물품은 어르신 간식, 주부식 및 생필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 물품후원 : 주식·부식 및 간식(백미, 과일, 야채 등),의약품, 생필품(기저귀,
생필품
속옷,
세제
등
생필품((기저귀
기저귀,, 속옷
속옷,, 세제,
세제,, 휴지
휴지 등)
등))
기타(세탁기, 냉장고, 카메라 등)
♡ 현금후원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화방복지원

“

C M S : 한번만 사무실에 직접 신청
자동이체 : 한번만 신분증과 도장 지참, 거래은행에 직접 신청
직접납부 / 무통장입금 / 지로입금 : 지로번호 7674439
농
협
301-0017-9939-21
농
협 883-01-155395
경남은행 556-07-0014917
우 체 국 612051-01-000636
남해신협 10120-12-005686

"은 화방동산과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월간 가정통신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