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디딤돌 경기센터]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자립생활실 입주청년 모집 안내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최대 2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1인용 주거공간인 자립생활실을 제공․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자립생활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은 아래의 모집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입주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 분
모집대상

내 용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거나 퇴소예정인 자립준비청년
만18세~만25세(출생년도 1995. 01. 02.부터 2003. 01. 01.까지)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모집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1년 10월 8일(금) ~ 10월 29일(금) 18:00까지
총 18명 (화성시 14명, 고양시 4명)
※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샘마을길 4-16, 봉담코아루카보드줌시티
※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05, 현대밀라트2차오피스텔 B동
① 입주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화성센터에서 고양, 화성 일괄 접수
②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발송 2~3일 후 확인 전화 필수
․ 이메일 : gghope@ggwf.or.kr
․ 우편 또는 방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샘마을길 4-16, 봉담코아루카보드줌시티 612호
1) 입주신청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2) 개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7) 개인통장사본 1부(본인 저축 기재내역 증빙)

3) 퇴소증명서 1부

8) 급여명세서(해당자) 1부

4) 입주추천서 1부(가능자에 한함)

9)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5) 자립생활기술평가표 1부

10) 재학증명서(해당자) 1부

신청서 접수

입주절차

10.8.~10.29.

➜

서류심사
11.1.~11.3.

➜

면접심사 및 최종 선정
11.4.~11.10

➜

입주자결정 및 안내
11.11~

※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

2021년 11월 11일 부터 협의하여 진행
① 입주 1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계약종료 2달전까지 계약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타사항

문의사항

재심사를 통해 계약 연장가능.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
② 입주자는 차임(월세)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 예치(계약 종료시 환불) 및 관리비 납부만으로
거주 가능
③ 입주자는 「희망디딤돌 경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하고, 입주 후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함 (※불성실하게 이행할 시 강제 퇴거조치 가능)
④ 입주자 본인이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며, 관리비 3회 연체 시 강제퇴거
조치됨.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담당자 노미나 (☎ 031-298-5242, ✉ gghope@ggwf.or.kr)

[별첨]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자립생활실 소개자료, 입주신청관련 서식. 끝.

※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자립생활실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한국아동복지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