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❶서울노인복지센터 6월
평생교육프로그램안내

[ 서울노인복지센터온라인교육센터 ]

도전하는 시니어의 즐거움(락樂)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바로가기』

나의권리를 지키는법, 법률상담

※ 신청방법 : 수시 / 전화 및 내방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순차 접수]
※ 모집인원 : 변호사와 1:1 법적 자문이 필요한 어르신 중 1회기당 4명씩 / 상담은 약 30분진행됩니다.
※ 자세한 문의:  3층 생활상담실 ( ☎ 02-6220-8516)

신청기간

2021년 5월 24일(월) ~ 28일(금)신청기간

※ 접수 인원 미달 시(정원의 70%미만) 폐강
※ 교육 참여가 확정된 어르신께는 수업 전, 교육일정 및 수강료 납부 안내를 전화 및 문자로 안내 예정
※ 수업참여는 개강 전까지 수강료를 납부 완료 후, 확정
※ 수강료 환불: 시작 전 100%, 개강 이후 회차별 차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온라인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원데이프로그램

파일럿프로그램

궁금했던 정규 수업을 한번 경험해보는 1회기 프로그램

최근 유행하는 새로운 분야와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 전,
함께 수업을 파악해보는 프로그램

신청방법 전화 (☎ 02-6220-8500) 및 내방접수 / 선착순

수업반별 10명 (정원의 120% 초과시, 추첨선발)모집정원

교육기간 2021년 5 월 25일(화) ~ 6월 30일(수)  



문의.상담ㅣ홈페이지 Q&A T.070-1234-5678

❷나의하루가 다양해지는 원데이클래스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나의취향찾기,  파일럿 프로그램

기초튼튼, 한수배워보는 바둑교육

※ 신청방법 : 5/26 (수) 오전 9시 / 분관 사무실 내방 [선착순]
※ 모집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0명 모집
※ 자세한 문의:  분관 사무실( ☎ 02-6220-8563)



❸전문적으로 배우는영화와미디어,  영화교실

※ 신청방법 : 5/24 (월)~ 마감시까지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or QR코드 접속, 양식 작성)
※ 모집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교육 장소별 인원을 제한합니다.

[ 영화교실 6명, 상상교실 9명]
※ 온라인 접수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  분관 사무실 ( ☎ 02-6220-8543)

※ 신청방법 : 상영 당일 현장 접수 / 선착순
※ 모집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최대 20명
※ 자세한 문의: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 ( ☎ 02-6220-8591)

2021 서울노인영화제 정기상영회,  아카이브 컬렉션

건강한노년을 위한 ,  체력단련

※ 신청방법 : 5/25 (화), 오전 9시 / 분관 사무실 내방 접수 [선착순] 
※ 문의:  분관 사무실 ( ☎ 02-6220-8563)



❹

[ 특별한소식 ] 2021 나눔축제 '달아달아, 마음달아'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온라인정보 집합소

※ 업로드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혼자지내는 어르신의 일상관리력 증진을위한 "안녕, 하세요?"

※ 신청방법 :~6/04 (금)까지 2층 사무실 내방
※ 자세한 문의:  공유복지과 ( ☎ 02-6220-8692)

2021 나눔축제는 '달아달아, 마음달아'라는 주제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마음이 모일 때마다

등이 하나씩 열립니다.  모금나무가 등 열매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기 간 : ~ 2021년 06월 11일 (금)

참여방법: 온라인 모금은 QR코드 또는 아래의 링크참조

(https://secure.donus.org/seoulnoin/pay/step1)

사업내용 : 모금액은 6대 사업에 쓰여집니다. 

(영양식 지원사업, 마음방역키트 전달사업, 공공와이파이사업, 일상환기VR여행

항바이러스클린존 조성사업, 세대공감 서울노인영화제 사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