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운영시간

월 ~ 금 오전 9:00 ~ 오후 9:0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 공휴일 : 휴관 >

문

의

Tel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031- 8008- 8023
홈페이지 | www.gg.go.kr/woman
인스타그램 | @womanvision_official
오시는길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운영하는
여성•가족을 위한 소모임 공유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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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2019 정기이용 모임·단체 모집
모집대상 | 도내 여성•가족 관련 모임 및 단체
모집기간 | 2019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공모(분기별 이용자 모집)
            ※ 2019 ¼분기 모집은 2018. 12월 셋째 주 모집
이용기간 | 2019년 1월 ~ 12월
선정방법 | 신청서 서류심사 후 최종 선정(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문

의 | 031-8008 -8023

여성·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이용방법 : 정기이용(매월 공모) 및 수시이용(예약•신청가능)
운영시간 : 월~금 오전 9:00 ~ 오후 9:0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 공휴일 : 휴관 >
활동내용 : 스터디•친목•취미모임•영화상영•토론 등 다양한 활동 가능

공간
소개

신청
안내

[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소개 ]
[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란? ]

[대상]

도내 여성•가족을
위한 소모임 공유 공간

경기도 여성 또는
여성•가족 관련 모임•단체

정기신청
라온(약20평)/10명 이상

피움(6좌석)/4명 이상

빔프로젝터, 음향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회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강도 진행하고 영화상영도 할 수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뿜어
내기 위한 회의 공간이에요! 피움은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도담(12좌석)/전체공간 예약시 8명 이상

스터디공간(4좌석)

스터디, 토의, 수다 등 자유롭게 우리끼리만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좌식 모임 공간입니다.
도담에서는 늘 이야기로 즐거움이 꽃핍니다.

인터넷 연결을 통해 노트북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스터디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아요!

여성•가족 모임을 하고자 하는 3인~10인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이면 분기별 모집(공모)을 통해 정기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 19년 1월~12월
모집기간 | 분기별 공모(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모집)
모집대상 | 여성•가족 관련 모임 및 단체
신청방법 | 해당 모집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jihohope@gg.go.kr) 접수
비   용 | 무료

수시신청

정기이용 외에 스터디•친목•취미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수시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시신청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 수시
모집대상 | 여성•가족 관련 모임 및 단체
활동방법 | ➊ 정기이용

외 비어있는 시간에 한해
사용일 2주~1일 전까지 예약신청 가능
➋ 정기 및 수시 예약현황 확인 후 빈 공간은
수시 이용 가능(상시개방)
    ※ 홈페이지에서 예약현황 실시간 공유
|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jihohope@gg.go.kr) 접수
비   용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