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사는 1인가구 시민에게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거위기에 처해있거나 홀로 거주하면서 주택관리가 어렵다면
서울시 자치구마다 설치된주거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살기 좋게
센터

전화번호

센터

전화번호

●

대상

서울시 거주 1인 임차가구

중앙주거복지센터

02  - 2135 - 5690

마포주거복지센터

●

지원기준

1인가구당 50만원 이내

강남주거복지센터

02 - 3453 - 2270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 - 303 - 3733

강동주거복지센터

02 - 6933 - 6870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강북주거복지센터

02 - 980 - 4808

성동주거복지센터

02 - 6933 - 8051

강서주거복지센터

02 - 2661 - 0896

성북주거복지센터

02 - 922 - 5942

관악주거복지센터

02 - 875 - 3197

송파주거복지센터

02 - 400 - 2271

광진주거복지센터

02 - 2138 - 8373

양천주거복지센터

02 - 6933 - 6190

구로주거복지센터

02 - 853 - 9277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 - 785 - 7044

금천주거복지센터

02 - 855 - 4522

용산주거복지센터

02 - 6713 - 5055

노원주거복지센터

02 - 930 - 1180

은평주거복지센터

02 - 388 - 2979

도봉주거복지센터

02 - 6958 - 8081

종로주거복지센터

02 - 722 - 8658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 - 2135 -1792

중구주거복지센터

02 - 2138 - 8791

02 - 816 - 1688

중랑주거복지센터

02 - 3421 - 8960

중위소득 120% 미만

중위소득 120% 이상

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지원

소요비용 50% 본인부담

※ 1인가구 중위소득: 2,193,397원 (2021년 기준)

●

신청하는 곳 내가 사는 곳의 구의 주거복지센터

●

지원 절차

●

준비서류

신청접수

신청인 주거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신청인의 지원대상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주택방문

주거복지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코디네이팅을
합니다.

개보수 등
실행

주거복지센터 단순 생활불편을 처리합니다.
필요 시 전기수선, 설비시공, 정리청소업체 등
전문업체와 연계합니다.

사후관리

주거복지센터 서비스 이행을 완료합니다.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④ 임대차계약서

※ 여성·청년 1인가구는 여성기사 파견 가능

동작주거복지센터

02 - 6383 - 6100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문의

신속 생활불편 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신속 생활불편 처리
소모품 교체 등 단순하지만 시급한
주택관리, 맡겨주세요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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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서비스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클린케어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전문가와 수납전문가가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전문가가 동네의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수납과 정리정돈을 돕습니다.

수리업체와 함께 여러분의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세대 내 정리정돈이 어려우신 분께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코디네이터가 1인가구가 살고 계신

주거환경을 개선해드립니다.

집 문제를 살펴드리고, 집수리를 지원해드립니다.

ㆍ 지역 내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을 통해 1인가구 세대 수납

ㆍ 가구당 연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1인가구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관리 문제를 살펴 드립니다.
신청 시 즉시 처리 원칙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2일 이내 방문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안전상 위급성 확인 시 우선 지원

및 정리정돈 지원
ㆍ 정리수납 전문기업과 자원봉사단이 함께 정리수납에 어려움
을 겪는세대를 직접 지원합니다.

주요 처리 가능 공종
형광등, 수도꼭지, 콘센트,
전기 스위치, 세면기 및
씽크대 수전, 출입문
손잡이, 경첩,
커튼‧블라인드 설치,
욕실 내 미끄럼방지 매트,
전선 정리 등

집수리 공사를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