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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송포·송산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상시모집

모집인원 3명

모집대상 정기적으로 봉사 가능한 개인 및 단체

내용

일시 대상 내용 비고

매주 월, 화 
10:30~12:00 

송포·송산동 내 
저소득 어르신 4

가정

도시락 배달·수거 
활동, 밑반찬 배

달 활동

자가 차량으로 운
전 가능한 봉사자 

모집

문의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031-916-4071)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0년 자원봉사자 무료주차권 발급

일시  연중 상시

대상 발급일 기준 최근 1년간 20시간 이상의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내용 4개 공영주차장 1일 4시간 무료 이용 혜택

신청방법  센터 상담실(차량등록증 사본 지참)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활동기획팀(031-906-1365)

2020년 자원봉사 인센티브 카드 발급

일시 연중 상시

대상 발급일 기준 최근 1년간 1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내용 177개 카드가맹점 이용료 최대 10% 할인 혜택

신청방법 센터 상담실(신분증 지참)

문의 활동기획팀(031-906-1365)

성사청소년문화의집

2020년 고양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모집기간 4.10(금)까지

대상 

- 고양시 관내 청소년동아리 50개 내외

- 청소년(9~24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연 10회 이상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

- 동아리지도자가 배치된 동아리

② 대통령의 기록과 역사

- 역대 대통령 연설기록물을 보고 느낌 표현

※ 참고기록 제시 : 대통령기록관(www.pa.go.kr)-‘연설기록 바로가기’

③ ‘기록의 날’ 지정 기념, ‘기록’이 전하는 메시지 

- 기록으로 꿈꾸는 나의 희망, 우리의 미래 표현해보기

- 기록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희노애락’ 에피소드

공모기간 5. 5.(화) 18:00까지 

※ 수상자 발표 : 2020. 6. 4.(수) / 홈페이지 게시

참가대상 초등학생 이상 전국민(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공모부문 UCC 제작, 글짓기(시·산문), 그림그리기(포스터·캘리그래피)

문의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기록사랑 공모전’ 담당자(031-750-21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사랑 공모전’ 게시판을 참고

경기도 교육청

2020 경기 꿈의학교 학생 모집

신청기간 4. 1(수) 14:00~

신청자격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

신청방법 village.goe.go.kr 회원 가입→원하는 꿈의학교 찾기  

               →신청하기

※ 한 학생이 1년에 1교 참여가능,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꿈의학교별 궁금한 점은 해당 꿈의학교로 문의

대한노인회 고양통합취업지원센터

2020년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 모집

이용대상 고양시·김포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하는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구인.구직 알선

이용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인,구직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위치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36번길 46, 예일클리닉 빌딩 303호

홈페이지 blog.daum.net/gyc6065

문의 대한노인회 고양통합취업지원센터(031-914-6065)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빠 육아상담 지원 안내

지원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

※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모두 가능

상담내용 자녀 양육문제, 자녀와의 소통문제, 가족갈등, 부부문제 등

※ 동아리지도자 : 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인 1인(교사, 학부모 등)

- 타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받지 않는 동아리

지원내용 동아리 지원금 지원, 연합활동, 발표회 등

※ 심사에 따라 80~125만 원 차등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제출(gcyf.or.kr/ss→알림마당→공지사항)

문의 성사청소년문화의 집(031-810-4053)

고양국제꽃박람회

폐화분 수거 및 재활용 사업 

화분 내놓을 곳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

폐화분 수거 참여 방법  

- 가정 : 소속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문의→관리사무소 지정장소에  

  수거 일정에 맞춰 배출

※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 꼭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화분 배출

- 관리사무소 : 화분 배출장소 지정→해당 아파트 수거 일정 7일 전  

   수거 신청

- 기업, 공공기관 : 20개 이상 화분 수집 시 수거 신청

지역별 화분 수거일

구분 수거동 수거일

덕양구1 주교, 원신, 성사1·2, 화정1·2동 짝수달 첫째주 화요일

덕양구2 행신1·2·3, 능곡, 행주동 짝수달 둘째주 화요일

덕양구3
대덕, 화전, 창릉, 흥도, 관산, 

고양, 삼송, 효자동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일산동구 전체 11동 홀수달 첫째주 화요일

일산서구1 대화, 송산, 송포, 탄현동 홀수달 둘째주 화요일

일산서구2 일산1·2·3, 주엽1·2동 홀수달 셋째주 화요일

※ 짝수달 : 4, 6, 8, 10, 12월/홀수달 3, 5, 7, 9, 11월

※ 자세한 내용은 꽃박람회 홈페이지(www.flower.or.kr) 공지사항 참고

수거 불가 화분  비닐 또는 플라스틱 포트, 깨지거나 금 간 화분

문의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031-908-7633)

국가기록원

제13회 국가기록원 기록사랑 공모전 

공모주제 3개 주제 중 택1

① ‘강제동원’ 우리 아픈 삶과 이야기

- ‘강제동원’ 기록을 보고 난 후 느낌 표현해보기

- 아픈 역사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 꿈꾸기

※  참고기록 제시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기록사랑 공모전’ 팝업존-

‘강제동원 기록’

참가비용 무료

접수기간 1. 30~11. 30

신청방법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오프라인 접수

상담장소 일산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 2층 상담실

문의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969-1066)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공모전) 참여자 모집

참여자격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고양시 개인•

                법인사업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의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을 목표

지원내용 사업개발비(1천만 원 한도), 창업 교육•컨설팅, 입주공간 제공

접수기간 4. 8(수)~4. 14(화) 

접수방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접수

방문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상상빌딩 5층 

※ 3호선 원당역 5번 출구 직선거리 360m, 도보 5분 내외

문의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960-7875) 

※ 자세한 사항은 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yangse.or.kr) 참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웹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웹툰프로 2기’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4. 20(월)까지

모집대상 연재 경험이 없는 예비작가, 데뷔 3년 미만 신인작가 중 1년 

이내 연재작이 없는 작가

※ 경기북부 거주자 또는 경기북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함

면접심사 4. 24(금) 예정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공고문 및 양식 다운로드 : bit.ly/2vKKJ03

접수처 : jhj1432@gipa.or.kr(신청서 접수 후 유선확인 031-960-7853)

문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031-960-7851, 031-960-7853)

※ 이메일 jsmoon@gipa.or.kr, jhj1432@g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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