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스타벅스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3기) 모집 안내

1. 개요
가. 사 업 명: 2017 스타벅스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나. 목

적: 자신의 꿈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마음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지원과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다. 지원인원: 총 0명(지원인원 수는 상황에 따라 최종확정예정)
라. 지원내용
1) 장학금 지급
가) 연간 500만원(학기 당 250만원, 최대 7학기/1학년 2학기부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
- 타 기업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나) 대상자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
다) 휴학, 군입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시중단 후
학업 재개 시 장학금 지급 재개
2)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진행(리더십 캠프, 세미나, 멘토링 활동, 공모전 등)
3) 우수 활동자를 선발, 스타벅스 지원센터 인턴십 및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
졸업 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입사 희망 시 우대 등
마. 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7년도 대학 신입생
2) 법정빈곤세대 및 일반저소득세대
- 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가정(중위소득 70% 내외)
3) 연 1회 유스리더십 캠프에 참여 가능한 학생(1박 2일)
4) 다양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월 평균 1회)
바. 선발일정
모집 및

서류전형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2017.3.3.~
2017.3.20.

→

2017.3.27.
(예정)

면접전형
→

2017.4.6.
(예정)

발대식/캠프

최종발표
→

2017.4.
둘째주(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함)

→

2017.5.19.~20.

(예정)

2. 아동추천 안내
가. 제출기한: 2017.03.20.(월) 15:00 (기한 내 접수분만 심사)
나. 제 출 처: 어린이재단 지역본부(3page 연락처 참조)
다. 접수서류
구분

접수서류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서비스 신청서〔서식1호〕1부
자기소개서〔서식2호〕 1부

필수
(총 5부)

주민등록등본(뒷자리삭제요망)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학 합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1부
- 합격확인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록금 납입 확인서 등
수급자증명서 1부

선택
(해당 사항에 따라)

차상위 확인 가능 서류 1부
일반저소득 증빙서류 2부
재능 관련 증빙 서류
-관련자격증, 입상증명서, 상장, 성적표, 학교 생활기록부 등

라. 법정빈곤세대 및 일반저소득 증빙 서류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택 1)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자치센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소득 관련 증빙서류 중 택 1
일반저소득가정
(총 2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거 관련 증빙서류 중 택 1
: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등

마. 비

해당 기관

해당 기관

고: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소개
스타벅스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점은 방문하는 고객님의 모든
구매 품목당 300원을 모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있으며, 이는 리더십 육성, 장학금 지원 등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스타벅스 대학로점은 전세계 8번째 커뮤니티
스토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사. 문

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스타벅스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담당자 02-752-2792

*서류접수처(어린이재단 지역본부 연락처)
: 서류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본부 상담 후 접수 요망
기관명

우편번호 및 주소

서울지역본부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

전화번호

FAX 번호

07902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신월동,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1층
*관할지역: 은평, 종로, 서대문, 마포, 강서, 영등포, 동작, 양천, 구로,
금천, 관악

(02) 325-2257

322-2206

0452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무교동, 어린이재단빌딩) 9층
*관할지역: 도봉, 노원,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 중구, 용산

(02) 752-2792

777-1794

(02) 3453-6720

3453-6721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6 (대치동, 동성빌딩) 4층
*관할지역: 강동, 광진, 성동, 송파, 강남, 서초

부산지역본부

47504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거제동) 함조회관 3층

(051) 505-3117

505-3224

대구지역본부

41061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10층

(053) 756-9799

756-9199

인천지역본부

21390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부평동, 추인타워) 8층

(032) 875-7010

866-8227

광주지역본부

61927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52 (농성동, 한림빌딩) 5층

(062) 351-3513~4

351-2206

대전지역본부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31 (둔산동) 대신빌딩 702호

(042) 477-4072

477-4074

울산지역본부

44701 울산시 남구 왕생로 120 (달동) 2층

(052) 275-3456

275-6734

경기지역본부

1669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영통동, 서린프라자
빌딩) 7층
*관할지역: 부천, 광명, 시흥, 안양,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화
성, 평택, 양평, 여주, 이천, 안성, 용인, 광주, 성남, 하남, 과천

경기북부지역본부

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 광성빌딩(프라자) 506호
*관할지역: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
주, 고양, 김포

(031) 965-8101~03

965-8104

강원지역본부

26452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2 (단구동) 신영빌딩 5층

(033) 762-9171

764-7089

충북지역본부

287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 (용암동, 프뢰벨빌딩) 3층

(043) 256-4493

254-1226

충남지역본부

311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두정동, 희망빌딩) 4층

(041) 578-7173

578-7175

전북지역본부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금암동, 전북사회복지회
관) 2층

(063) 276-2800

276-2602

전남지역본부

58663 전남 목포시 옥암로 108 (옥암동, 바다빌딩) 5층

(061) 274-0041

279-7733

경북지역본부

37763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0 (상도동) 4층

(054) 273-7333

273-7332

경남지역본부

5117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봉곡동, 한마음타워) 6층

제주지역본부

632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 121 (도남동) 3층

(031) 234-2349,
2352

(055) 237-9398,
9373
(064) 753-3703

234-2353

237-9399
751-3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