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지원사업이란?
2020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나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도내

*단,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입니다.

카드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 3. 2. ~ 2022. 12. 31.까지입니다.

제주꿈바당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제주꿈바당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 도서구입, 진로체험분야, 독서실 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 4쪽 참고
온라인 강의는 꿈바당 카드 홈페이지 강의 선택
카드번호 입력 결제 후 수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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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조회 및 사용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http://jeju.nhdream.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 (플레이스토어 → NH앱 캐시 검색 → 다운로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2022. 12. 30.까지 재발급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이월되나요?
사용기간 중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

되니, 2022. 12. 31.까지 모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 시 제한이 있나요?
일반소설(장르 구분 없음), 자격증 취득 관련 도서(외국어, 한국사, 컴퓨터 등),
교육용 만화 등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전공서적, 성인잡지, 만화책(코믹, 로맨스 등)은 제외

카드 부정사용은 안돼요!!!
⁎서점에서 문화상품권, 문구류 등 학습도서 외 물품구입하는 경우
⁎가맹점과 담합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구입한 도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경우 등

문의

도평생교육과(710-3628)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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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현황 (‘22. 1월)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업데이트 현황은 홈페이지
(http://jeju.nhdream.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맹점명

주소(사이트)
온라인 강의(9개소)
메가스터디
http://megastudy.net
엠베스트
http://www.mbest.co.kr
엘리하이
http://junior.mbest.co.kr
비상교육이러닝(수박씨) http://www.soobakc.com
아이스크림 에듀
http://www.home-learn.co.kr
이투스
http://www.etoos.com
EBS스스로배움터
http://store.ebsssro.com
유웨이
http://jeju.nhdream.co.kr
투모라이즈
http://jeju.nhdream.co.kr
진로·체험(5개소)
㈜제로하나 컴퓨터 박물관 제주시 월산북길 48-24
㈜매드벤처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09-38
예나르 제주공예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6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해양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689-21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23개소)
나무동화독서실
제주시 서광로 29길 18
어쌤팩토리신제주독서실 제주시 과원북4길 69
엠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275
아라작심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53
에이블 스터디센터 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97
우리 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23
비에프 독서실
제주시 고마로 152
토즈스터디센터 삼화독서실 제주시 화삼북로 61
토즈스터디센터 아라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80
에셈팩토리제주 아라플레이스 제주시 인다8길 45
스터디데이 독서실
제주시 우정로 11길 11
샤iN 독서실
제주시 연북로 638
정독서실
제주시 용담로 46
원클래스 스터디카페 제주시 일주동로 194
그루스터디카페 외도센터 제주시 우정로 71
그루스터디카페 삼화센터 제주시 건주로 3길 19
스터디카페 247 연동점 제주시 과원북4길 61
게이트스터디카페 노형점 제주시 월랑로 50
플랜에이 스터디카페 제주시 과원북4길 29
청담 스터디카페
제주시 절물1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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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명
주소(사이트)
에이클래스 스터디카페 외도점 제주시 절물3길 34
신세계독서실
서귀포시 서문로 33
패스독서실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2
서점(34개소)
제주시 애월읍 납읍동1길 12-1
그리고서점
제주시 중앙로 364
남문도서
제주시 정존11길 25
노형서점
제주시 진군길 29
늘벗서점
제주시 서광로 304
대성서점
제주시 일주동로 194
대진서점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5
동진서점
제주시 용담로 68-1
문예서점
제주시 연북로 25
북앤북스
제주시 동광로 122
사람과 책
제주시 절물3길 34
삼성서점
제주시 번영로 471
삼양서점
제주시 중앙로 554
아라서점
제주시 중앙로 355
아카페서점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에덴서점
제주시 국기로 32
연동서점
제주시 도남로 71
영재북아트북
제주시 일주동로 105
오현서점
제주시 서문로 26
우리도서
제주시 관덕로 42
우생당
제주시 과원북4길 35
제일도서
제주시 화삼북로 59
중앙서적
제주시 동광로 16길 5
㈜한라서적타운
제주시 남녕로 36,106호
현대서점
잉글리쉬플러스북타운 제주시 노연로 131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25-1
몽캐는 책고팡
제주시 동광로 7
탐라도서
제주시 산록북로 819
개똥이네 제주점
서귀포시 중앙로 121
명문서적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90번길 6
북랜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5-1
백화서점
서귀포시 중앙로 104
서귀포우생당
서귀포시 중앙로 49-1
제일기독서점
서귀포시 위미중앙로 160
북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