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협력업체명 전화번호 우대혜택

건강
의료

공안당한의원 363-2580 한약(귀용탕)구입시 15%,
한방치료비 10% 할인(한약조제로 처방시)

문화씨체널 723-7570 안경 구입비 30% 할인
성기호한의원 395-2777 한약 구입시 10% 할인
연세가정의원 392-6122 이용요금의 10%할인
연세드림치과 396-2875 보철치료 10%할인,3자녀 레진 5% 추가할인
함소아한의원 379-0003 건강기능식품,화장품 10% 할인 및 포인트 적립

교육

국제컴퓨터학원 393-5641 수강료 20% 할인
꿈나무태권도 739-7727 이용요금의 10% 할인

브레인에듀학원 309-0890 교육비(학원수강료)의 20% 할인
엘리트화랑 302-5181 도복무료지급/ 수강료 5% 할인

연음음악학원 723-0660 이용요금의 10% 할인
오월음악교습소 394-8906 수강료 15% 할인

지캠프클래스홍제학원 395-9009 수강신청 시 수강료 10% 할인
수연음악학원 392-1108 이용금액의 10% 할인

쥬디스영어학원 308-0542 수강료 20% 할인
한빛학원 336-5569 3자녀이상 학원비 10% 할인

한양IT전문학원 391-0331 수강료 20% 할인
서대문구자치회관 330-1600 자치회관 2자녀 30%,3자녀 50%할인

서대문문화회관 여성센터 360-8560 2자녀이상 수강료 30% 감면(3자녀이상 50%)
마트
식품

상수유통 723-7570 구매액의 5% 할인
행복나눔플러스 070-8282-5555 전체 품목 10% 할인

체육 궁동산체육관 360-8651 개인연습 사용료 30%감면
서대문구 체육회관 360-8560 둘째아10%, 셋째아이상20%할인

생활

늘봄헤어 373-0506 전품목 10%할인
도모 가구점 362-0679 3자녀이상 리바트학생가구 20%할인

박준뷰티랩 이대점 312-4232 2자녀20%할인,3자녀60%할인
(단,커트,드라이,클리닉제외)

스튜디오 허브 307-6677 10% 할인
신생(삼천리자전거모래내점) 373-2937 자전거 및 보호장구  10~15%할인

연희아이렉스안경점 396-1008 안경구입비 20% 할인
안경매니져 733-5102 이용요금의 10%할인

서점
문구

반디앤루니스 신촌점 3145-2920 자체포인트 5%적립, 제반회원혜텍
이솝 아동도서 할인매장 720-0440 구매금액의 10% 적립

외식

김용현베이커리 395-2416 제과 구입액의 10% 할인
18번지 부대찌개 312-0717 이용금액의 10% 할인(타 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가례원 333-1525 3자녀이상 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
닭한마리 393-9599 이용금액의 5% 할인
미네르바 3147-1327 원두커피류(메인메뉴) 10% 할인

아저씨네 낙지찜 323-6665 전품목 10% 할인
옛고향 394-7681 이용금액의 5% 할인

우리집식당 392-6137 이용금액의 5% 할인
우리황태 332-0822 이용금액의 10% 할인

웅이네서서갈비 365-6333 이용금액의 5% 할인
존재의이유 312-2991 이용금액의 5% 할인

청원 332-2890 이용금액의 5% 할인
초당쌈밥 313-0537 이용금액의 5% 할인

평양조선옥 362-0707 이용금액의 10% 할인
성호각 324-8017 전품목 10% 할인

피자마루 냉천점 313-1082 이용금액의 10% 할인
KFC(신촌·홍제역점) 325-2477396-6966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무료

버거킹 (세브란스·신촌·이대점) 2227-7810393-5450393-8323 1만원이상 구매시 콘샐러드 1개무료

<서대문구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현황> 



청소년
시설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334-0080 3자녀이상, 시설사용료의 30% 감면
 (단, 청소년(만9세-24세까지)에 해당됨)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3216-1318 시설이용시,우선순위배정

의류
리바이스키즈(현대신촌) 3145-2750 전품목20%(세일및행사,기획,수입용품제외)

파코라반베이비(현대신촌) 3145-2772 전품목20%(세일및행사,기획,수입용품제외)
압소바 (현대신촌) 3145-2703 전품목20%(세일및행사,기획,수입용품제외)

프리미에쥬르 (현대신촌) 3145-2773 전품목20%(세일및행사,기획,수입용품제외)

육아
서대문건강가정지원센터 322-7595 3자녀이상 우선순위 선정
서대문육아종합지원센터 3217-9550 연회비 면제

카즈카페보뚜 722-7959 주말10회 쿠폰결제시 10% 할인
이용요금의 10% 할인(1일1회 한정, 스낵류 제외)

공영
주차장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33개소) 360-8540 주차요금 2자녀 30%, 3자녀 50% 할인

※ 참여업체 연중모집합니다. 신청문의 :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330-1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