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대상 �

2001.�1.�1�~�2008.�12.�31�사이�출생한�여성�청소년(2019년�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지원�대상자

일시 �12.�15(일)까지���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

신청 �

청소년�본인�또는�청소년을�주�양육하는�분(부모님�등)이�신청

-  방문 :�청소년의�주소등록�주소지�관할�행정복지센터�

����������(신청인�신분증�지참)

-  온라인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복지로�어플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10,500원,�연�최대�126,000원

※ 2019년 바우처 포인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은�후�가맹점에서�보건위생물품�구매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옥션
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노브랜드,�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문의

문의처 문의내용

주소지�관할�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해당�여부,�신청방법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바우처�이용�방법,�가맹점�문의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발급문의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청소년전화 1388 보건위생물품�지원�관련�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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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일시 �9.�27(금)까지� �

기관 �동행정복지센터

내용

- �100세�이상�고령자,�사망�의심자�거주�사항

- �동일�주소지�내�2세대�이상�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요청한�장기결석�및�학령기�미취학�아동�대상자�실태�등

협조사항

- �무단전출자,�허위전입신고자는�사실조사�기간��

실제�거주지로�주소�이전

- �거주사실�조사�시�시민의�적극적인�협조�당부

기타사항

사실조사�기간�동안�주민등록�과태료�부과대상자�자진신고�시��

최대�3/4�이상�과태료�경감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대상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제외)

산정기간 �1.�1�~�6.�30�

납부기간 �9.�16(월)�~�9.�30(월)

유의사항 �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3%의�가산금이�추가되며��

독촉기한이�지난�후�강제�징수(압류)됩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 CD/ATM : 은행�CD/ATM�이용

- 자동이체 : 인터넷지로(www.giro.or.kr)�및�전국�모든�은행에서�신청

- 가상계좌 : 고지서�앞면에�기재된�농협�가상계좌번호로�입금(이체)�납부

환경개선부담금 ARS 납부 안내

1644-4600�→�개인정보수집�청취�후�동의�→�⑥�환경개선부담금�납부��

→�주민등록번호�#�→�과세내역�조회�동의��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가상계좌)�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청�환경정책과(8075-2648~50)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대학 고지식 콘서트

일시 및 장소

-  6강 :�9.�4(수)�19:00�~�21:00,�고양어울림누리�별모래극장

-  7강 :�9.�21(토)�14:00�~�16:00,�고양아람누리�새라새극장

강연자 및 강연주제

-  6강 :�강원국�전북대�교수,�‘나를�드러내는�글쓰기�인문학’�

-  7강 :�박지선�개그우먼,�‘나의�중심을�지키고�살아가는�법’

대상 �고양시민� �

입장료 �무료

신청

- �고지식콘서트�홈페이지(www.goyang-univ.com)

- �고양시�평생학습포털(www.goyang.go.kr/edu)

- �고지식콘서트�사무국(02-3274-9214)

주최/주관 �고양시�/�(사)한국능률협회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평생교육과(031-8075-2278)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안내

대상 �1954.�1.�1�~�1954.�12.�31�출생자(주민등록기준)

내용 �무료접종�폐렴구균23가�다당백신�

(65세�이후�접종�시�1회�접종으로�완료)

장소 �보건소(주소지�상관없음�/�전국�어디나)

일시 �연중�� �

준비물 �신분증

문의 �일산서구보건소�모자보건팀(031-8075-4189,�4199,�4172)

2019 고양시 청소년 진로체험 페스티벌

일시 �9.�30(월)�~�10.�2(수)�9:30�~�12:30

장소 �고양시�어울림누리

대상 �고양시�관내�26개�중학교�

내용 �진로콘서트�멘토특강(최현우�마술사),�50개�체험�부스�체험활동

주최/주관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고양시청소년재단,�고양문화재단�

문의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031-995-9552)

#01

#02

#03 #06

#07

#08

#04

#05

#09가을 여행주간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일시 �9.�21(토)�~�22(일),�28(토)�~�29(일)�/�4일간�11:00�~�21:00

장소 �행주산성�역사공원(고양시정연수원�앞�한강변)

대상 �누구나

내용

-  첫째, 둘째 날(21, 22) 

반려동물과�함께�힐링이야기(반려동물�콘테스트,�애견�티칭법,��

반려견과�함께�하는�한강�요가,�한강�달빛걷기�등)

-  셋째, 넷째 날(28, 29) 

자전거로�가는�생태이야기�

(안전�라이딩�수칙,�탄소제로�캠페인,�철책길따라�클린자전거�라이딩�등)

-  4일간 

희망�메시지�쓰기,�연날리기,�레트로�운동회,�행주�참게�매운탕�시식,��

한강�석양�콘서트,�미니�가족�영화제�등

문의 �고양시청�문화유산관광과(031-8075-3404)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대상 �고양시민�누구나

장소 �고양시청,�3개�구청,�일산병원,�명지병원,�주엽역,�삼송역,��

고양아람누리,�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전동보장구�급속충전,�타이어�공기주입

3개 구청 회의실 일요일까지 확대 개방

일시 �월요일�~�일요일��

※ 월 ~ 토 9:00 ~ 21:00, 일 9:00 ~ 18:00

대상 �고양시민,�고양시민을�대상으로�행사하는�단체

장소 �3개�구청�대회의실(강당),�소회의실,�다목적교육장�등

이용료 �무료

신청 �고양시�홈페이지�통합예약서비스

문의 �

덕양구청�자치행정과(031-8075-5039),�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031-8075-6030),�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031-8075-7611)

34 35

찾아볼 고양

시정소식



GOYANG NEWS September 09 vol. 319

시 정 소 식

호수공원 수변무대 야외공연

일시 �매주�토,�일(18:00�~�20:00)

주체 �고양시�동호회(24개�동호회)

내용 �통기타,�색소폰,�트럼펫,�오카리나,�시화담�등

일정

날짜 공연내용 날짜 공연내용

7(토) 하나뫼�색소폰 1(일) 엔젤스�오카리나

14(토) 일산유진�색소폰 8(일) 라르고�색소폰

21(토) 호수필(문화예술과) 15(일) 공연�없음

28(토) 호수가족문화제(여성가족과)
22(일) 주엽팝�색소폰

29(일) 로라�색소폰

고양시민 창안대회

주제 �

- 지정주제 : 생활안전�아이디어�

- 자유주제 : 문화·예술,�환경,�복지,�교육,�안전,�경제,�교통�등�

접수 �9.�8(일)까지��※ 결선발표대회 : 11. 23(토)

대상 �고양시�모든�시민(학생�일반�단체�등�개인/팀)

신청 �

-�고양사회창안센터�홈페이지(www.gocci.kr)�및�서면접수

- 우편 : 고양시�일산서구�일산로�725번길�9

시상 �사회창안상�1명(팀)상금�200만�원�등�상금�총합계�580만�원

문의 �고양사회창안센터(031-967-4008)

평화회의 개최 시 시설사용료 지원

대상 �남북교류협력�증진,�통일기반조성을�위한�국제�또는��

국내�회의,�학술연구를�개최하고자�하는�법인�또는�단체�누구나

기간 �2019년�12월까지

시설 �킨텍스,�엠블호텔,�동양인재개발원

내용 �고양시�소재�시설을�사용하는�경우�회의실,�주차장,��

부대장비�사용료의�70%�범위�이내

※ 식비, 숙박비,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미포함

문의 �고양시�평화미래정책관(031-8075-3538/080060@korea.kr)

#13

#14

#10

#11

#12

고양페이 여름 휴가철&추석 명절 이벤트

일시 �9.�15(일)까지

대상 �고양시에서�소비생활을�하는�만�14세�이상�누구나�

사용처 �고양시�소재�전통시장과�연�매출액�10억�이하�

(사업장�중�카드�단말기를�사용하는�곳은�자동�고양페이�가맹점)

※  사용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액 10억 초과 매장, 주유소,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혜택 

-�충전�금액의�10%를�인센티브로�추가�충전

-�사용�금액의�30%�소득공제�혜택

※  카드 금액보유 한도, 기본 50만 원 설정,  

50만 원 초과 충전 시 한도 설정 신청

카드 발급 및 충전

- 스마트폰 발급 : 경기지역화폐�앱(스마트폰�앱에서�카드�발급�신청�→��

� ������������카드�우편�수령�→�앱에�카드�등록�및�충전�→�카드�사용)

- 오프라인 발급 : 고양시�관내�농협은행(본인�신분증과�충전할�현금�필요)

문의 �고양시�소상공인지원과(031-8075-3727),��

카드�관련�문의�콜센터(1899-7997)

구청·동 소식

행사명 일시 장소

주교동�추석맞이�주교동·도암면(강진군)�

농특산물�직거래�장터

9.�6(금)�11:00�~�

9.�7(토)�15:00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퇴근길�직장인을�위한�거리공연
9.�20(금)�18:00

9.�27(금)�18:00

호수로데오사거리

웨스턴돔�입구

제8회�일산3동�후곡교육문화축제 9.�21(토)�12:00 일산3동�후동공원

화정1·2동�주민화합을위한

제14회�꽃우물축제
9.�22(일)�14:00 화정역�문화광장�

고양동�높빛축제 9.�28(토)�10:00
고양초등학교,

벽제관지

제4회�푸른고양�나눔장터 9.�28(토)�10:00 덕양구청�화정역광장

고봉산�숲사랑�문화제 9.�28(토)�11:00 고봉산�숲속�공연장

행신2동�돗자리�음악회 9.�28(토)�13:00 차장공원

행신3동�한마음�축제 9.�28(토)�14:00 서정공원

※ 일정은 행사 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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