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카愛뜰은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모인 정원입니다. 가족에게 편안함

을 제공하는 엄마의 대표인 성인 ‘모니카’

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모니카愛뜰’이라

고 텃밭 이름을 붙였죠. 

2018년 우리의 텃밭 활동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텃밭에서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

배되었습니다.  

신문이 나올 시점에는 우리가 막걸리로

만든 친환경 농약으로 재배한 배추와 무

가 나와 김장 나눔을 하고 있겠죠.

마당을 장식했던 국화는 바짝 말려 국화

차로 변신했고, 여러 꽃들은 천연염색으

로 손수건을 예쁘게 물들여 주기도 했습

니다. 모니카애뜰을 가득 채워준 여러분

이 앞으로도 어여쁘게 성장하길 바랍니

다.

권경화 대표

완산골 늬우스    제2호     2018년 12월           발행인 모니카愛뜰 편집기획손주화 ‧ 전북민언련 인쇄  완두콩

모니카愛뜰 텃밭과 함께한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17개 광역단위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가 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

력하는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주말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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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솔방울과 토피어리 6. 향기 폴폴 리스와 향주머니

1. 향기 폴폴 리스 만들기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니카愛뜰 활동을 소개합니다.

교육 일시

2. 말린 꽃으로 만든 나만의 부채

교육내용

가을 어디만큼 왔나? 허수아비 가족, 솟대 마을

배추는 모종심기, 무는 씨 뿌리기, 쪽파는 종구심기

내 누이 같이 생긴 국화꽃 심기 - 나만의 화분

풀잎에 이슬, 손톱에 꽃물 - 봉숭아물들이기

추석음식 만들기 - 송편과 잡채 만들기

허브이야기 - 향기 폴폴 리스 만들기

건강에 좋은 향주머니 만들기

우리의 이웃에는 연예인이 살아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다 - 인터뷰

천연농약 - 벌레가 좋아하는 맥주와 막걸리

땅콩 수확 화병 만들기

서리가 내려요! 솔방울모빌 만들기

꿈터장터 로컬푸드

우리가 만들었다요! 맛난 배추전

텃밭시화전/텃밭영화제

야 겨울이다! 

천연가습기 - 솔방울과 토피어리

솥이 적다고 소쩍소쩍?

연말 장식물 만들기 - 미니트리, 솔방울리스

<완산골 늬우스> 편집회의

겨울을 준비해요!

김장나눔행사

신문2호 발간 및 통합발표회

8/26 (7일 입추)

9/2

9/9 (8일 백로)

9/16

9/30 (23일 추분)

10/7 (8일 한로)

10/14

10/21 (23일 상강)

10/28

11/4 (7일 입동)

11/11

11/18

11/25 (22일 소설)

12/2 (7일 대설)

12/9

황정온 기자

황선우 기자

3. 나만의 화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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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씨 쓰기는 괴로워! 2. 우리는 신문 제작 중   

3. 만화는 나의 즐거움이지!

    

  

   

  

기사 쓰기가 어렵다면 현재 심정이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단순한 그림 속에 표현하고 싶은 이
야기를 넣은 아이들의 그림 기사.

평가회의를 진행하며 아이들은 기사를 보는 관점이 커

진다.

김교린 기자

김민지 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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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기자

권나윤, 김관우, 김교린, 김민서,

김민지, 김  봄, 김선영, 김세영, 

김승현, 김정현, 김주영, 김태민,

김태성, 김태윤, 김하윤, 이새봄,

이은혜, 이한봄, 이효린, 정민서,

정진서, 정유담, 정유섭, 정유현,

한진화, 황선우, 황정온, 황지우

권경화, 주순옥, 손주화

함께하는선생님

모니카愛뜰

우리의 활동, 우리의 신문

이효린 기자

김주영기자김태윤 기자

자원봉사자 김동영 학생 자원봉사자 안지수 학생

2018년 겨울 김장을 앞둔 텃밭.

(위에서부터) 김봄/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