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 선인장 전시관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호수공원 내

내용  750품종 6,800본 선인장·다육식물 전시, 선인장 판매장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9:30~17:30 (매표 마감 17:00)

입장료  1,000원/고양시민 무료(신분증 지참)

문의  031-908-4525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종합건강증진사업 ‘생생클럽’ 참여자 모집

대상  고양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신체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우

울감 완화 및 대인관계 증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 

장소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1층 건강증진실 

내용  

① 주 3회, 운동처방사와 함께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

- 신체기능 및 증상에 따라 1:1 맞춤형 재활운동서비스 제공

- 체성분검사 및 건강상담

-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집단 운동 및 건강관리법 지도

② 월 2회,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

- 노년기 우울증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및 개별상담 

- 의사소통강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 문화체험활동

신청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1층 건강증진실 내방 

문의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건강증진실(031-810-2346, 2347)

국립암센터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원센터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내용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 제공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50~74세 성인 중, 대장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최근 5년 이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신 분

장소  시범사업 참여 검진기관

문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원센터(031-932-7547)

#01

#02

#03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상가족·생생가족 한마당 축제

대상  모두가족봉사단, 상담자원활동가, 아이돌봄활동가 등

일시  12. 6(금) 10:00~13:00

장소  소메르 뷔페(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내용  축하공연, 2019년 사업보고, 자원봉사자 표창 등

문의 및 신청  031-969-4041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꿈꾸는 아이들’ 참여자 모집

기간 12. 1(일)~12. 13(금)

접수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내방 후 신청서 작성/가정방문 및 면접 진행

대상

- 7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예비 초등 5학년 10명

  (※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내용

- 자아탐색 프로그램 및 개별코칭·그룹활동

- 비전원정대(유형별 직업군 조사 및 진로 멘토 만나기/문화활동 체험)

- 연합캠프(자신감 향상 및 다양한 체험)

- 매월 장학금 지원(7년)

문의 031-916-4071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4박 5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대상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20년 이상 흡연자)

장소  국립암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비용  무료

       ※ 만 65세 미만은 10만 원, 만 65세 이상은 2만 원(캠프 수료 시 전액 환급)

문의  031-92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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