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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제22-56호

제목 : 2022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보편)지원 사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주 관

여성가족부

경기도

사업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여
성청소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 사업 시·군: 성남, 안산, 의정부, 김포, 광주, 군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
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구입비 바우처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연령기준: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04.1.1.~2011.12.31. 출생한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월 12,000원(최대 연144,000원)

지급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모바일 발급 원칙, IC카드 발급 가능)

사용처

▪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신청방법

해당 지역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온라인: 지마켓, 옥션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주양육자가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온라인 신청: https://voucher.konacard.co.kr/41/8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연 4회(분기별)
* 1분기 신청: ‘22.3.17.(목)~4.29.(금)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방문 신청: 2022.3.17.(목)~11.16.(수) 기간 내 수시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
청·지원 가능

※ 지역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성남, 김포, 여주는 시청 청소년 부서
에 문의)

사용기한
문의처

2022.12.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이후 자동 소멸

2022.12.31.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이후 자동 소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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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