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가입

가입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보험내용 �최대 1,500만 원 한도, 개인보험 중복지급 가능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사망•상해후유 장해)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문의 시민안전과(031-8075-3012)

고양안심무인택배함 확대

설치 3월부터 11월까지

이용요금 누구나 48시간 무료이용 가능

설치장소

기존 :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덕양구청, 삼송역, 원흥

역, 정발산역, 주엽역, 벨라시타, 마두역, 일산역, 탄현역, 

능곡역(11개소)

추가 :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화도서관,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주교동경로당 등 11개소※ 협의 후 확정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36)

취약지역 방범시설

대상 범죄 취약주택 약 30개소(1인, 여성, 취약계층 등)

내용 방범창 설치

문의�도시재생과(031-8075-3186)

#사고 #범죄 #안심

#버스 #지하철 #책 #도서관

소통하는 고양•생활백서

2020년 고양시 신년정책2
생활이�달라진다!

누릴고양

내용

- 연령대별·관심사별·대상별 혜택 안내

- 포털에서 ‘누릴고양’ 검색

※ www.goyang.go.kr/sns/nuril.do

문의 언론홍보담당관(031-8075-2108)

일자리 통합정보 홈페이지

내용 �한눈에 보는 계층별 일자리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정보 등

※ www.goyang.go.kr/jobs

문의 일자리정책과(031-8075-3663)

고양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대상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강좌, 체험, 

시설대관 안내·예약

※ 각 부서에서 등록하는 행사만 신청 가능

방법 고양시 홈페이지 접속→상단 통합예약→온라인 신청

문의 정보통신담당관(031-8075-2572)

백마부대 체육공원 조성

운영 11월부터(예정)

위치 백마부대(9사단) 부지

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으 체육시설과 연못공원

문의 체육정책과(031-8075-2342)

M버스 노선 신설

내용 

- 가좌·킨텍스~영등포(M7646)

※ 2019. 12. 13 운행개시

- 식사~여의도

※ 상반기 중 운행개시 예정

문의 대중교통과(031-8075-2917)

버스·철도정보 안내단말기

내용 역 주변 설치된 안내단말기에 철도·버스 

        도착정보 각각 제공

위치 경의선 행신역, 일산역, 탄현역(6개소)

문의 고양시 철도교통과(031-8075-3834)

청소년 교통비 환급

대상 고양시 거주 청소년(만 13~23세)

환급액 연 12만 원 한도

환급방법 고양페이

시행 8월중

문의 경기도콜센터(031-120)

지난 3월호에서는 연령·직업에 맞는 고양시 신년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4월호에서는 다양한 문화생활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고양시의 정책들을 소개한다.

※  더 많은 신년정책 정보는 고양시 홈페이지(열린시정→시정정보→신년 달라지는 

정책)에서 확인 가능

정리 편집실

#생활정보 #검색

무인예약 도서대출기

이용방법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무인대출기에서 

                책 수령

이용장소 신원도서관, 마두도서관, 식사도서관, 덕이도서관

※ 화정·행신어린이도서관은 5월부터 이용가능

문의 고양시 덕양구도서관과(031-8075-9206)

스마트 도서관

내용 자판기 형태의 무인대출반납기(24시간 운영)

※ 고양시청·삼송역·화정역·대화역·주엽역

문의 고양시 덕양구도서관과(031-8075-9206), 

         고양시 일산서구도서관과(031-8075-9122)

도서 안심 택배서비스

대상도서 도서관 소장도서(DVD자료, 예약도서, 

                   상호대차도서 등 불가)

대출권수 회원 1인당 5권 이내

대출기한 21일(택배 배송기간 포함)

반납방법 고양시 17개 시립도서관 및 지하철 

                무인반납함에 직접 반납(택배반납 불가)

※ 코로나19 안정화 돼 도서관 임시휴관 종료시점까지

#운동 #체육시설

롤러스포츠 경기장(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9월부터

위치 지도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시설 인라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정규 규격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의 체육정책과(031-8075-2344)

3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