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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주 묻는 질문 

구분  내용

사업 

개요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

≪ 지원 제외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등학교ㆍ특수학교ㆍ방송통신 중학교ㆍ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 받은 대안학교 등) 

2. 유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 기준 및 법령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는 기존 신청 서류와 동일합니다.

3.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은 학교 밖 청소

년인데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이후 조회 등을 통하여 중복 수령이 확인된다면 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4.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도 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ㆍ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별첨2] 참조

   ※연천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이메일·팩스 신청시 반드시 접수처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11월 15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09:00~18:0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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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6. 꼭 거주하고 있는 지역 꿈드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내 모든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7. 꿈드림센터에 다니지(등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할 경우 지원 사업 안내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서, 구비서류 등 원본제출 하여야 하나요?

→ 방문신청일 경우 원본 제출이며 이메일·팩스 신청일 경우 사본 제출 가

능합니다.

9.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 방문·이메일·팩스 접수만 가능합니다.

10. 대안교육기관 단체 접수가 가능한가요?

→ 접수 가능합니다. 단, 시군센터별 상황이 상이함으로 단체접수 시 시군

센터와 반드시 사전 논의 바랍니다. 

지역

1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학교(대안교육기관)를 다른 시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 지원대상입니다. 

12. 21년 11월 13일 이후에 경기도로 주소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은 21년 11월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

13.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모두 없을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청소년증 발급 가능한 연령의 경우, 주민센터 청소년증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발급확인서(임시확인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한 만 9세 미만 또는 그 외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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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4. 청소년증은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받나요?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으로 공적신분증(수능, 검정고시, 병원 등) 및 청소년우대증표(교통시설, 문화

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10살은 생일이 지나야 발급 가능) 더 상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사진 1매(6개월 이내 사진)

   ※대리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첨부

신청

서류

15. 신청서에는 2명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2부 이상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서(한글파일) 편집하여 1부, 증빙서류 1부로 제출 가능합니다.

16. 자녀가 2명인 경우 두명 모두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다인 신청 시 보호자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 각각의 계좌로 지원금을 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서 각각 작

성 부탁드립니다.

17. 신청서류에서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접수 완료 시 교육청에서 학적 조회 확인 후 지급되므로 별도 확인 불필요합니다.

18. 청소년 본인 신청시 신청서류가 무엇인가요?

→ 청소년 본인 신청 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청소년 또는 보호자)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본인 계좌로 수령 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가 나오지 않아도 무관

    *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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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9. 보호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청 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통장사본 1부 (청소년 또는 보호자)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제출 

   또한, 신청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 서명란에 청소년 서명이 꼭 필요하나요?

→ 청소년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청소년 서명이 

필요합니다.
 * (본인 신청 시) 본인 서명 = 청소년 서명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추가)

 * (보호자 신청 시) 본인 서명 = 청소년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 보호자 서명

21.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 학교 밖 청소년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기재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를 이용해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적 조회를 

진행합니다.

→ 보호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필요합니다. 

   (등본 뒷자리 미기재 선택 가능합니다.)

22. 주민등록등본의 서류 발급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이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도 2021년 11월 12일 이후 서류가 필요합니다.

23.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발급인이 정해져 있나요?

→ 발급인의 경우 관계 없습니다.

24. 카카오뱅크와 같은 비대면 은행 계좌는 사본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 각 은행에서 발급하는 통장 사본 이미지, 계좌 개설 확인서 등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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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25.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일자가 정해져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일자 무관합니다.

26. 청소년 본인 신청 또는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불필요합니

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2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인이 보호자가 아닌 청소년이 발급받은 서류여도 

괜찮은가요?

→ 청소년과 보호자의 관계가 증빙이 된다면 서류 발급인은 무관합니다.

지급

28.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 1인당 50,000원입니다. (1회 지원)

29. 지급은 언제인가요?

→ 12월 중으로, 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 이내 지급됩니다.

30. 지원금을 어디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31.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 21년 기준 1인 1회 지원입니다.

32.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의 계좌가 없을 시 지도자가 대리지급 가능한가요?

→ 대리지급은 어렵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지급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지원금 사용 기간이 있나요?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사용기간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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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밖 청소년 시군별 지원금 접수처 (2021.11.19.기준)

※ 2021. 11. 19.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시군별 지원금 접수처입니다.

※ 아래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시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경기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이의동, 광교비즈니스센터) 
105호

031-8064-1519 031-241-0981 gdream@hi1318.or.kr

수원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층 031-218-0495 031-218-0384 suwonkdream@naver.com

용인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2, 2층 031-328-9848 031-338-1388 yiyfdream@hanmail.net

고양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
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031-970-4032 031-995-4279 goyangycwc@naver.com

성남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번길 7(금당빌딩 4층) 031-729-9136 031-759-9557 snc1388@snyouth.or.kr

화성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2층 031-278-0179 031-278-0177 hskdream0179@naver.com

부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부천시 경인로 92번길 33 송
내어울마당 5층 070-4351-4761 032-715-4580 bucdream@bwyf.or.kr

남양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남양주시 다산지금로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5376~7 031-590-8010 sr5004@naver.com

안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364-1024 031-486-0944 master@aycc.org

평택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평택시 평남로 616 청소년문
화센터 2층 꿈드림 070-4159-5482~6 031-655-5485 ptdream3@naver.com

안양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3번
길 31(안양동) 1층 031-8045-5012 031-446-0243 ayf1388@ayf.or.kr 

시흥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1층(시
흥시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 070-4944-3391 031-315-1319 sh_kdream@naver.com

김포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김포시 걸포로76 중봉청소년
수련관 2층 031-980-1696 031-980-1649 gp_kdream@naver.com

파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파주시 금릉역로 85 금릉역
사 2층 파주시청소년지원센
터 꿈드림

031-540-5347 - pajukdream@naver.com

의정부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의정부시 둔야로 9, 5층 의정
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1-828-9588 031-828-9575 kimye958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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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
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꿈드
림센터

031-762-1318 031-762-1305 gj1388@hanmail.net

광명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광명시 디지털로 34 노둣돌 
1호동 3층 02-6677-1318 02-2060-0314 kdream7942@naver.com

하남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하남시 조정대로 111 청소년
수련관 내 2층 031-5182-1164 031-790-6103 pastel304@citizen.seoul.kr

군포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군포시 수리산로 112 수리산
상상마을 슬기관2층 꿈드림 031-390-1436 031-394-1364 gpdream@gpyf.or.kr

오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 070-7865-5741 031-373-7740 osan1388@hanmail.net

양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양주시 고읍남로 205 양주청
소년문화의집 3층 031-8082-4238 0505-041-1972 chltnal4454@citizen.seoul.kr

이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천시 영창로 260 3층 이
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4272-3567 031-634-1570 youthic1388@naver.com

구리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구리시 안골로 32-1, 1층 구
리시청소년지원센터 031-565-1388 031-565-6352 gdream1388@guriyouth.or.kr

안성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28 010-8399-8054 070-7549-3711 anseong1317@hanmail.net

의왕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의왕시 안양판교로 82(포일
동 686) 포일어울림센터 2층 031-347-1334 031-347-1337 dreamuw1388@hanmail.net

포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
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
센터 2층

031-538-3398 031-532-1399 pcs1388@nate.com

양평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양평군 용문면 다문북길 
59-7(와락) 031-770-3838 031-770-2829 yp1318@hanmail.net

여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여주시 청심로88, 3층(하동) 031-886-0542 0502-882-9191 yju1318dream@naver.com

동두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동두천시 지행로 95 동두천
시청소년수련관3층 031-865-2000 031-862-0784 dodream1388@naver.com

과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과천시 참마을로 9,청소년수
련관 1층 02-502-1318 02-502-1330 kc1318@hanmail.net

가평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39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1층 031-582-2000 031-582-8835 gp1318@gp1318.com

연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2층 031-832-4459 031-832-8167 ycyc13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