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및 설명회 개최
Promotion of housing support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nd holding a briefing session
❍

주관 및 협업기관, 업무협약 내용

Organizing and collaborating organizations

주관

협업기관

인천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중장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 멘토링 제공
인천대학교 재학생의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자료 및 진로 상담 등 청소년 생활 자립을 위한 정보 제공 인천대학교 재학생 사례관리 및 정서 지원
* 업무협약 체결 : 2019. 4. 12.
❍

사업 개요

Overview

- 사업목적

Purpose

․ 우리 대학 학생에게는 안정적 주거지원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인천대)
․ 쉼터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진출을 위한
학습 및 정보 제공
(인천대→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We provide stable housing for our students and
provide learning for social life for shelter youth.

- 지원내용

Support Contents

대학생에게 LH의 임대아파트 제공
Providing LH rental apartments to our students

- 지원대상 : 인천대학교 학부 재학생(만 19-24세 이하 저소득층 가정 자녀) 10명
Target : students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of low-income families aged 19-24) 10 people
-

추가 지원 사항

Additional Support

․ 고시원 및 고시텔 주거 시 사용료 지급
․ 최초 주거자립 시(LH 아파트에서 3개월) 생활(가제) 도구 제공
․ 장기 주거자립 지원 : 최초 거주 3개월 이후 최장 10년간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 부여
․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절차 지원
․ 생활 자문 및 정서 상담 등 필요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
․ Payment of the fee for the residence
․ First residence self-support (3 months in LH apartment) Living (gauze) tools provided
․ Long-term residence self-support: Ten years after the first residence 3 months
․ Supporting education and procedures for credit recovery in the case of credit defaulters
․ Operate necessary management programs such as life consultation and emotional counseling
❍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개요

Program briefing overview

- 목적 :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
Purpose : To enhance student understanding and encourage participation through detailed explanations of support programs

- 일시 및 장소 : 2019. 5. 22.(수) 14시, 15시 (2회), 복지회관 223호
Time and place : 2019. 5. 22.(Wed.) 14:00, 15:00 (2Times), 11-223

- 대상 : 인천대학교 학부 재학생
Target : students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신청방법 : 구글 폼으로 신청 (http://forms.gle/dKqLVhsgxmiyaTmS8)
How to apply : http://forms.gle/dKqLVhsgxmiyaTmS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