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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 기 관 정 보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년 4분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내용  어학, 예·체능, 공예, 요리, 정보화교육 등 

일시  10. 1(화) ~ 12. 31(화) / 12주 기준

대상  고양시 거주 아동·청소년, 성인, 어르신

접수  9. 2(월) ~ 9. 20(금) / 주말·공휴일 제외

-  방문 접수(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접수)

-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내 온라인 수강신청방법 공지 예정)

문의  평생교육부(031-839-6000) / www.gdhwelfare.or.kr

청소년동아리사업 ‘한 손에 SF소설 한 손엔 카메라’

내용  소설을 읽고 단편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중학생 독서 영상 동아리

일시  9.19(목) ~ 11. 16(토), 매주 목요일 17:00 ~ 19:00

대상  중학생 누구나 15명

장소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참가비  무료(로봇중독 도서 및 개인 스마트폰 지참)

문의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031-839-6039)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내용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대상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사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축·부의금품이나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행위 

처벌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부과

시기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

신고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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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 부모교육 ‘세살마을 임산부 부모교육’

일시  9. 21(토) ~ 10. 19(토) 매주 토요일 10:30 ~ 12:00 / 4회

※ 10. 5(토) 제외 

장소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3층 큰교육장 

대상  임신 중인 예비부모

내용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등

신청  세살마을 홈페이지(sesalmaul.com)를 통해 교육 신청

문의  고양시가정지원센터(031-969-4041)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내 생애 가장아름다운 마무리 집단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내용  유언장작성, 사전의료의향서작성, 호스피스교육 등

일시  9. 26(목) ~ 12. 26(목)

대상  고양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

신청  9. 2(월) ~ 9. 25(수) 선착순

방법  복지관 내방 후 신청서 작성

문의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031-919-8677)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송포·송산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상시모집  

인원  2명

대상  정기적으로 봉사 가능한 개인 및 단체

내용 

일시 대상 내용 비고

매주 월, 화

10:30 ~ 12:00

송포·송산동 내 

저소득 어르신 

4가정

도시락 배달·수거 활동, 

밑반찬 배달 활동

자가 차량으로 

운전 가능한 

봉사자 모집

문의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031-916-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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