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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 

강감찬의 얼이 서린 유서 깊은 낙성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 등 

자연과 역사, 교육이 어우러진 매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웰컴관악은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한 청년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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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현황

관악구 면적

인구
(2021년 11월 기준/275,248세대)

주택수

녹색지역

서울시의 4.9%

486,427명

187,387호

13.85㎢

29.56㎢

197,582명

0.39㎞

14.62㎞

청년인구
(2021년 11월 기준)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악구

관악청년청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제4회 관악청년축제

관악 청년 문화존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AI 인적성 검사 및 면접체험관 운영

청년희망아카데미

청년취업멘토링

청년취업정보 특강·멘토링

4차산업 IT 청년인재 양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으뜸관악 청년통장

낙성벤처창업센터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서울시 일자리카페

관악구 일자리센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악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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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관악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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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2030 청년마음 들어주기

체력측정실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마음을 치유하는 1인 가구 상담소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법률 홈닥터

마을세무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운영시기 2022. 6. 예정

위 치 관악구 강감찬대로 1759(은천동)

규 모 대지 350.1㎡, 연면적 1,528.86㎡(지하1층~지상7층)

공간구성 청년카페, 세미나실, 상담실, 다목적강당, 공유오피스, 

창업보육실 등

사업안내

• 지역 청년 중심의 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 전시회 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유오피스, 공유부엌, 연습실 등 공간 대여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13)

01
관악청년청
청년활동의 중심지

관악구10



02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청년의 오늘을 함께

위 치 관악구 신림로 91, 3층

공간구성 휴게공간(거실, 서재), 공유공간(회의실, 작업실), 

상담실, 사무공간 등

사업안내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  1:1 또는 그룹 종합생활상담, 전문가 연계 상담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클래스 운영 및 활동비 지원 사업

 -  마음건강 관리, 문화예술 클래스, 주거관리 교육 등 운영

 -  메타버스 맵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페토 ‘신림동 쓰리룸’ 검색)

• 대관 및 개인공간 방문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정책사업 행사 진행 시 사전  

예약 후 대관 가능

 -  인터넷 강의 수강, 면접 준비 등 개인적으로 공간 방문 가능

• 공구대여 서비스

 -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운영시간 월요일 10:00~18:00 

화~토요일 10:00~22:00(일요일·공휴일 휴무) 

문 의 신림동쓰리룸

(☎878-0823, blog.naver.com/sillim3room)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11



03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복합문화공간

위 치 관악구 관천로 53

공간구성 문화공간(전시, 공연), 북카페, 커뮤니티룸, 

창작공간, 사무실

사업안내 공연 및 전시, 커뮤니티, 창작공간지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화~토요일 10:00~21:00 일요일 

10:00~18:00(월요일·공휴일 휴무) 

문 의 관악문화재단 생활문화팀(☎6357-5000~5003)

관악구12



시 기 매년 9월 중

대 상 청년 누구나

장 소 구청 광장 등 

사업안내

• 관악청년축제 

 -  청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연·예술 프로그램 및 

부스, 청년마켓 등 운영

• 기획프로그램

 -  주거 및 고민 상담, 셀프인테리어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 구성 

• 소셜다이닝

 -  꿀조합 레시피를 이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관심 공유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15)

04
제4회 관악청년축제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기획하는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13



모 집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관악구 소재 

공간 보유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기간 2022. 연중

규 모 15개소 
※사업별 300~400만원 범위 내 사업비 지원

내 용 민간주도의 청년 문화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15)

05
관악 청년 문화존
청년 민간 활동 공간

관악구14



사업기간 2022. 3.~11.

대 상 관악구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사업안내

• 생활영역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모임, 25개팀 

 -  지역 내 문제점 발굴 또는 개선안 제안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 청년 예술동아리 거리공연 공모사업 

 -  선정된 거리에서 공연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 

 -  매월 1~2회 공연할 팀(8개)을 공개모집·선정, 약정서 체결 및 

공연 개시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21, 5922)

06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청년들의 사회 활성화를 위한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15



사업기간 2022. 3.~11.

대 상 관악구 거주·활동하는 만 18~39세 청년 구직자

내 용

• AI 인적성 검사 : 개인의 성격, 특성 및 직무적합도 분석·평가

• AI 면접 :  표정, 음성, 어휘 등을 AI가 체크하여 적성 및 성향 

분석·평가 

이용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서비스 사전 예약 후 신림동쓰리룸 

방문 이용 또는 온라인 체험권 송부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21)

07
AI 인적성 검사 및 면접체험관 운영
최근 기업 채용 흐름에 맞춘

관악구16



08
청년희망아카데미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기 간 매년 4월~5월

대 상 청년 80명

내 용

• 학자금 대출 및 부채 관리, 금융피해예방 교육

• 주택 청약, 임대차 계약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식 교육

생활경제ㆍ금융 교육

기 간 매년 10월~11월

대 상 청년 50명

내 용 셀프 인테리어, 힐링요가 등 체험 프로그램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14)

배움ㆍ 체험 프로그램 운영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17



일 시 매월 첫째 토요일 10:00~12:00

참여대상 대학생, 졸업 후 미취업자 

운영내용 삼성전자 임직원(멘토)의 1:1 취업멘토링 

(회차별 10명 내외)

멘토구성 삼성전자 수원사업장(CE/IM 부문)에 근무중인 현직자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이메일 접수(2016011275@ga.go.kr)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32)

09
청년취업멘토링
청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일 시 하반기 각 1회 실시

대 상 청년 취준생 누구나

교육내용 청년들을 위한 힐링콘서트, 

멘토 직무특강 및 소그룹 컨설팅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31)

10
청년취업정보 특강·멘토링
청년과 기업 현직자가 직접 소통하는

관악구18



11
4차산업 IT 청년인재 양성
준비된 청년이 미래를 이끈다

대 상 빅데이터 분야의 취ㆍ창업 희망 청년

모집인원 20~30명

내 용 데이터분석의 기본지식 함양 및 프로젝트 수행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32)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대 상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관심있는 청년

모집인원 20~30명 

내 용 판매자와 소비자 양방향 소통의 라이브 커머스 운영 

관련 교육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32)

라이브 커머스 운영 교육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19



대 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세부 기준은 개별 공고 참조)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무경험 및 

일자리 지원

•  직무 및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참석 등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참여신청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31)

12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악 디딤돌 청년일자리

관악구20



13
으뜸관악 청년통장
일하는 관악청년 목돈마련 CHANCE

대 상 관악구 거주 만 18 ~ 34세 근로 중 청년

소득기준

•  본인 근로소득 월 255만원 이하(세전, 2021년 모집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모집시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시 같이 진행

모집인원 100명(가구당 1명)

내 용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자 외 차순위자 추가 선발

•  저축액 10만원/15만원, 저축기간 2년/3년 중 선택하여  

1:1 매칭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32)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21



위 치 관악구 낙성대로 2

주요시설 입주기업공간, 공유카페, 회의실, 코워킹공간 등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휴무)

내 용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및 부대시설 등 지원

•  다양한 창업관련 주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 

•  법률·세무·특허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문 의 낙성벤처창업센터(☎887-9848)

14
낙성벤처창업센터
더불어 혁신경제 관악의 미래

관악구22



15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관악청년 창업의 메카

위 치 지하철 2호선 낙성대(강감찬)역 지하1층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21:00 

토요일 10:00~18:00(일, 공휴일 휴무)
※ 코로나 기간에는 주중 10:00~18:00(토, 일,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 멤버십 등록 후 누구나 무료 이용

주요시설 미디어 스튜디오, 회의실, 코워킹공간 등

사업안내

•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상담·교육 등 지원 

•  (예비)창업기업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ㆍ지원

문 의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875-1928) 또는 

카카오톡 채널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친구 추가 후 문의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23



16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간

위 치 관악구 봉천로62길 5, 4층

이용시간 평일 10:00~22:00, 토요일 10:00~18:00

(일, 공휴일 휴무)

운 영 증명사진 무료 촬영, 스터디룸 무료 이용, 

상담센터 운영

문 의 청년공간 이음(☎873-3575)

청년공간 이음

위 치 관악구 신림로 340 르네상스복합빌딩 7층

이용시간 수요일 15:00~18:00

운 영 창업자, 스타트업,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공간 제공

이용방법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접속 → 

서울시 일자리카페 코너

문 의 비즈액티브 신림(☎882-4100)

비즈액티브 신림

관악구24



위 치

• 관악구 관악로 145(관악구청)

 - 일자리센터 : 본관 1층

 -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본관 지하 1층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토, 일, 공휴일 휴무)

내 용

• 전문직업상담사들이 상주, 취업 알선, 직업훈련정보 제공

• 1:1 맞춤형 취업 상담 알선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 창업 관련 소모임을 위한 코워킹 공간 제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문 의 일자리센터(☎879-5773, 5774, 5775)

용꿈꾸는 일자리카페(☎879-5040~5045)

17
관악구 일자리센터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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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3층

내 용

•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

• 취약계층 노동법률상담지원 서비스 등

상담방법

•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gwanaklabor.kr) 상담게시판 이용

• 방문상담 : 화~금요일 10:30~17:30(사전예약필수)

문 의 관악구 노동복지센터(☎886-7900)

18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우리동네 노동으뜸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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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2022. 3.~5.

대 상

• 도시락 제조 및 배달 :  관악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 및 배달이 

가능한 자

• 도시락 지원 : 1인 가구 취약계층

사업안내

•  청년 소상공인이 도시락을 제조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배달원이 1인 가구 취약계층에 식사 배달 

(1식 8,000원, 배달료 3,000원)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배달원, 도시락 지원 

대상 모집 예정

문 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879-5914)

19
관악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

따뜻한 한 끼로 청년과 주민을 연결하는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27



대 상 관악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5천만원 미만 거주자

지원물품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신청방법 관악구청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관악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wys550@ga.go.kr), 팩스(☎879-7827)로 신청

문 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879-6122) 

20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
여성안심마을 관악

대 상 관악구 거주 주민 누구나

내 용

•  전자파 또는 렌즈탐지기 : 300원/1일 

•  탐지기 세트(렌즈형+전자파) : 500원/1일 
※ 대여료 : 관악구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사용료 기준

방 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대여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21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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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이용시간 30분 전까지 전화(☎120)나 앱(안심이 APP)을 통해 신청

•  월요일 밤10시~자정까지, 화~금요일 밤10시~익일 오전 1시까지 

이용(주말, 공휴일 제외)

내 용 여성과 학생이 늦은 밤 혼자 집에 갈 때 신청하면 

스카우트 대원이 집 앞까지 동행하는 서비스(2인 1조)

문 의 서울시 콜센터(☎120)

22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귀가하는 여성들을 주거지까지 동해해주는

설치지역 관악구 관내 16개소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외국인· 

다문화 → 여성안전(news.seoul.go.kr/welfare/
archives/511589)또는‘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여성안심택배시스템 운영

이용요금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천원 부과)

이용방법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 →  

물품이 배송되면 택배보관함번호, 인증번호가 문자로 

전송 → 보관함에 인증번호를 입력 후 물품 수령

문 의 택배 콜센터(☎1666-0339)

23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29



대 상 여성 1인 단독 운영 점포

사업내용 안심벨 설치 및 구청 관제센터를 통한 긴급출동 지원
※  비상벨 작동 → CCTV관제센터 위기상황 전달 →  

순찰차 출동 → 현장도착/검거

신청방법 관악구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문의 후 신청

문 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879-6122)

24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여성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악구30



대 상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관악구민 및 직장인

(관악구 소재 사업체)

이용장소 관악구 보건소 5층 모성실

이용시간 평일 09:00~17:00

구비서류

•  “서울시임산출산정보센터”사이트 접속 온라인 설문 후

 - 관악구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직장인 : 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원내용 건강검진, 건강 상담 및 평가, 엽산제 지원, 

고위험군 정보 제공 및 연계

검사항목 흉부X-RAY, 소변·혈액·정자·난소검사 등

문 의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61)

25
관악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건강한 임신·출산, 관악구가 함께합니다.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31



26
임산부 등록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관악구

대 상 관악구 거주 임산부

등록방법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1가지와 신분증 지참하여 

관악구 보건소 방문 

사업내용

•  임신초기검사(임신 12주 이내) : 기본혈액검사(혈색소, 간기능, 

혈액형 등),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매독, 소변검사

•  엽산제 지급 : 임신 준비 중 (3개월) 및 임신 초기 (3개월) 지급

•  기형아검사 : 인터그레이티드 및 쿼드 통합지원 

•  철분제 지급 : 임신 16주 이상 ~ 40주까지 지급(최대 6개월분) 
※ 엽산제, 철분제를 제외한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관악구민에 한함

문 의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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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

대 상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방 법 출산 후 8주 이내에 1회 방문 (약 60분 소요)

내 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평가, 모유수유교육, 

신생아돌보기, 아기울음 및 수면문제, 부모교육, 

자료제공, 예방접종 및 건강 검진 정보 제공 등

문 의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61~7164)

보편방문서비스

대 상 고위험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방 법 출산 전부터 방문 시작하여 아이가 만 2세 될 때까지 

총 25~29회 방문

내 용 보편방문서비스, 

월령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 성장 지원, 

가족 파트너십 및 양육 역량 강화, 

지역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비 용 무료

문 의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61~7164)

지속방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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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함께 키우는 돌봄환경 지원

지원대상

• 보육료 : 만 0-5세 전 계층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등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연령의  

전 계층 (장애)아동

지원내용

• 보육료

 - 소득무관 전 계층 월260천원 ~ 월484천원(기본보육 기준)

• 가정 양육수당

 - 0 ~ 11개월 : 월 200천원

 - 12 ~ 23개월 : 월 150천원

 - 24개월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월 100천원
 ※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만 0~1세)으로 지급

• 장애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36개월 ~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 월 100천원

문 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879-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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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동수당
함께 키우는 돌봄환경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조 건 만 7세 미만의 아동 (0 ~ 83개월)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원금액 매월 10만원씩(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문 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879-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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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0-1세 아동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2022년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문 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879-6133)

30
영아수당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대상 모든 출생아동 (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문 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879-6133)

31
첫만남이용권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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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관악구 거주 2030세대 청년 및 1인 가구

상담내용 정신건강 선별검진,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6회기),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이용방법 1차 초기면담 후 상담예약 → 

정신선별검사 및 동의서 작성 → 심리 상담 진행

(기본 6회, 필요시 월 1~2회 지속/회당 50분)

문 의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879-4911)

32
2030 청년마음 들어주기
마음을 나누어요 “슬픔은 절반, 기쁨은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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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연중

일 시 월~금요일 13:00~16:00

대 상 관악구 주민 

(만 20세 ~ 만 60세, 운동에 무리가 없는 성인)

장 소 관악구 보건소 2층 건강관리센터 체력측정실

비 용 2,000원

이용방법 사전 예약제로 운영
※ 기초체력검사 및 운동처방에 소요되는 시간 1시간 이상

준 비 물 운동복 및 운동화

프로그램 안내 

• 전화 사전 예약 접수 필수 

• 당일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개인병력, 생활습관) 

• 기초검사(혈압 및 심박수 측정) 

• 체성분검사(체지방 및 근육량 측정)

•  체력검사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 체력평가 및 운동처방(운동유형, 빈도, 시간, 강도)

문 의 관악구 보건소 체력측정실(☎879-7037) 

33
체력측정실 운영
체력 UP! 기쁨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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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평일 09:00~18:00 ※ 예약제 운영

대 상 금연희망자 누구나

장 소 관악구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등록 및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전화·문자 발송 등 추후관리
※ 금연 성공자(6개월) 특전 : 금연 성공 기념품(5만원 상당) 제공

신청방법 전화 예약

문 의 관악구 보건소 금연클리닉(☎879-7043~5)

34
금연클리닉 운영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실천!

대 상 고립감, 불안감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1인 가구원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야간 수~목요일 18:00~21:00, 

토요일 10:00~15:00 

방 법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gwanak.familynet.or.kr) 확인 및 문의 후 신청

운영내용 1인 가구 관련 정보 제공, 지역맞춤형·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연계 

문 의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83-9384)

35
마음을 치유하는 1인 가구 상담소
마음면역력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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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관악구 관악로 145, 3동 4층(관악구청 별관)

대 상 지역주민, 중증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 대상자

내 용

• 지역주민을 위한 코로나 우울 극복 ‘마음돌봄’ 심리안정 지원 

• 만성 중증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위기개입 및 집중 사례관리 

•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지역주민 마음건강검진 상담비용 지원 

• 경제적 취약가구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방 법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gwanakmaum.or.kr)에서 

사업 등 확인 후 유선 상담

문 의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879-4911)

36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마음 건강한 관악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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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기타 주민 등

내 용

• 1차 법률 서비스 :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제공

•  전화상담 : 15분 이내 간단한 법률상담

•  면접상담 : 사전예약제로 운영, 복잡한 사안 상담

방 법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유선 문의 후 예약

문 의 관악구 법률홈닥터(☎879-7631)

37
법률 홈닥터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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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주민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내 용

•  국세 및 지방세 상담

•  불복청구 지원(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사업자로 한정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방 법

• 1차(비대면상담) : 마을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2차(대면상담) :  전화 등 비대면상담이 충분치 않거나,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 방문 또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38
마을세무사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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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본인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가 나온 경우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확인)

임대 대상물 확인 사항

•  선순위 보증금, 위반건축물 여부, 근저당 및 압류 여부, 중개보수 등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꼼꼼히 확인 후 서명

계약 후 유의사항

•  잔금 지급 즉시 전입신고 하고 보증금 회수 전까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계속 유지

•  해당 동 주민센터 등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 인정

•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시행일 : 2021. 6. 1.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 간주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  신고관청
 - 방문 :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운영(2022.5.31.까지)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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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안심거주가 2년 더 늘어남

•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

•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

•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함

•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함

월세 소득공제 안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제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 문의

계약기간 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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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수령

•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문 의 관악구청 지적과(☎879-6613)

계약종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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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관악구에서 7천5백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하려는 만 19~29세 청년

감면내용

구분 전세(월세)금액 현재 요율 감면 요율

주택

5천만원 미만 0.5% 0.4%

5천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이하

0.4% 0.3%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실제용도는 
주택이용)

7천5백만원 이하 0.9% 이내 협의
주택현재요율
(0.4~0.5%)

※  월세=보증금+(한달 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한달월세액×70)으로 한다.

이용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메인화면 

하단 구민 탭 → “청년중개보수 감면사무소” 선택 → 

서비스 제공하는 중개사무소 확인

문 의 관악구청 지적과(☎879-6613)

40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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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취업날개(면접용 정장무료대여)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수당

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한지붕 세대공감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청년월세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 신청학기에 대학교 재학생

•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

• 주소가 서울인 학생 중 다른 지역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공고 참조

신청방법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신청

문 의 서울장학재단(☎725-2257, 070-8667-3997, 3505)

0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모집기간 연간 2회(1월, 7월)에 공고를 통해 신청자 모집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의 서울지역 

대학생(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일 기준)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소득수준 제한 없음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

문 의 청년청 청년협력팀(☎2133-6578), 서울시 콜센터(☎120)

0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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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서울 거주 청년

지원내용 서울시가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채무금액의 5%)를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

03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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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위 치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운영시간

• 청년 취업상담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  스터디룸/다목적홀/세미나룸 대관 : 09:00~21:00,  

토요일 10:00~18:00(일요일, 공휴일 휴무)

신청기간 공고 참조

오시는 길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을지로3가역 1번 출구 

문 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731-9571)

사업내용 참여자에게 일 경험가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현장의 

실무 일자리 제공

대 상 만 18세~39세 이하 서울시민(세부 기준은 개별 공고 참조)

참여신청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 서울형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  

문 의 서울시 일자리센터(☎1588-9142), 서울시 콜센터(☎120)

05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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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만 34세)

•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서울에 거소를 둔 청년

대여품목 정장, 넥타이, 벨트, 구두

대여기간 3박 4일(연간 1인당 최대 10회)

이용방법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 로그인 → 

정장대여업체 방문예약 → 예약일에 방문수령 → 

대여기간 내 반납

06 취업날개(면접용 정장무료대여)

신청기간 공고 참조

신청대상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청년(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동안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필요)

지원내용 매월 근로·사업 소득을 3년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 소득 공제금과 근로장려 소득금(1인 평균 31만 

6천원)으로 적립,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120)

07 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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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공고 참조
※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근로청년

• 본인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지원내용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추가 적립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120)

08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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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공고 참조

신청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청년(만 15세~39세)

지원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문 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콜센터(☎120)

09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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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년수당

위 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시간 월~금요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용방법

• 전화상담 : ☎2133-1200~8

• 방문상담 : 전화예약 후 상담센터 방문

• 온라인 상담 : housing.seoul.go.kr

11 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급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지원자격

•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공고월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주민등록상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시면 

지원할 수 없음

문 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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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지붕 세대공감

대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주생활공간을 제외한 방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기 간 연중 상시 접수

사업내용

•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계

 - 임대료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 수준

 - 계약기간 : 최소 6개월

 - 지원사항 :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 

(도배, 장판 등)공사
※ 입주시기ㆍ조건 등은 어르신과 대학생 협의 결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신청서 작성 

문 의 서울시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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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복주택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16㎡ 이하~59㎡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신청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임대기간 2년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

입주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1600-3456)

14 희망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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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최초 2년(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주변시세의 30∼50%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신청(apply.lh.or.kr)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신청(www.i-sh.co.kr/app)

15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57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지원한도액(단독 1인 거주 기준)

• 1.2억원(수도권), 9.5천만원(광역시), 8.5천만원(기타지역)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1, 2순위), 200만원(3, 4순위)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해당액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 이하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1600-1004)

16 청년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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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공급규모 전용 60㎡ 이하

입주자격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신혼희망타운(임대형)

 - 분양형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신청(apply.lh.or.kr)

17 신혼희망타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  청년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공고내용 참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housing.seoul.go.kr)

18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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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 접수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ousing.seoul.go.kr)

문 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 서울시 콜센터 (☎120)

19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60



20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대상자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신청자격

•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무주택세대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소득 청년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보증금 90%(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최대 8년까지 이자 2%지원

신청방법 청년주거포털 사이트(housing.seoul.kr)에서 신청

문 의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추천서 발급 : 서울시 콜센터(☎120), 서울주거복지센터

 - 대출문의 : 하나은행(☎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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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기본적으로 임차기간 중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세입자

이용방법 및 내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신청 필요)

 - 대출금 지급에 따르는 기간은 약 3주 소요

신청방법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133-1200)

21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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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만 18세~34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방법

• 클린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카드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신청(신한/하나 중 선택） 및 

예비교육 수강 후 카드발급

신청기간 상시(매달 25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홈페이지 신청

문 의 고용노동부 관악고용센터(☎328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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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만 15세이상 누구나 신청가능

유효기간 5년

지원내용

•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개인맞춤 수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HRD-Net(hrd.go.kr)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문 의 고용노동부 관악고용센터(☎3282-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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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율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내용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2년형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

 - (기업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4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가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3년형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

 - (기업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3년 67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 시 3,000만원 목돈 마련

신청방법

• 참여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약신청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신청기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문 의 고용노동부 관악고용센터(☎3282-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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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지원대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34세 청년근로자(군 복무 시 만 19세까지）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 

형성

 - 청년은 5년간 720만원 적립 

 - 기업은 5년간 1.200만원 적립

 - 정부는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신한/

우리은행 방문

문 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상담센터(☎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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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고교, 대학교 재학생 가능)

지원내용

• 탐방기간 : 1일 5시간~5일 이내

• 내용 :  우수 중소·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우수벤처기업, 

우량중소기업 등)을 방문해 시설견학,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미래 유망산업 종류·전망 및 취업전략 등 특강, 신성장 

유망 산업분야 기업 체험, CEO 특강, 성공사례 탐구,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신청방법 워크넷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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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만 34세이하）

지원내용

•  기업과 학생 등의 현장 요구직무가 반영되괴 강의, 토론, PBL 체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무료로 참여

•  소속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협약대학 재학생에 한함）

•  프로그램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 지원

•  사업운영비 지원(교육비의 80% 정부지원, 20% 운영기관 자부담）

신청기간 연중 상시(운영기관별 모집）

신청방법 청년취업아카데미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신청

문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6907-7178)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69



07 관광전문인력양성

지원대상 관광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및 종사자

(만 18세~34세)

지원내용

•  경제적지원 : 무료 혹은 수강생 일부 부담 등 교육별 상이

•  교육적지원

 -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실무형 교육운영

 - 예비관광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취업지원 

 - 온/오프라인 연계 취업컨설팅 및 구안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문 의 한국관광공사 관광취업자원팀(☎033-738-9713, 3714)
※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 : academy.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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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 만 15세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  훈련비 최대 300만원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원(2020년 기준）

훈련분야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타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실감형콘텐츠(AR/VR) 등 신산업분야

훈련기간 3개월~10개월 이하(350시간 이상）

신청기간 훈련기관별 모집

신청방법 훈련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go.kr） 

문 의 고용노동부 관악고용센터(☎3282-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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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식품산업 청년일자리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의 식품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진출을 식품산업 희망하는 청년

지원내용 식품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역량강화 

교육, 식품기업과의 네트워크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job-dream.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문 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3)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  지원금 : 1억원 이내

• 창업인프라, 사업화 지원. 후속연계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홈페이지 공고 시 확인

신청방법 창업성공패키지(K-startup)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33）

10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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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해외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어학, 직무, 현장살습 및 기타교육 등 현지 실무 교육

 -  IT, 경영사무, 의료, 패션, 디자인, 호텔서비스, 조리, 기계설계 등 

다양한 직무교육

•  교육시간별 프로그램 선택

 - 단기 프로그램 : 200~600시간 미만

 - 장기 프로그램 : 600시간 이상

 - 트랙II : 1,000시간 이상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연수과정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고객센터(☎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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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년창업기업세금면제

지원대상 만 15세∼34세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참여제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지원내용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신청기간 법인세 익년 3월/소득세 익년 3월~5월중

신청방법 법인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문 의 국세청 관악세무서(☎217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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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미취업한 

상태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지원내용

• 취업서비스지원 :  직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아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지원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를 위해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훈련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 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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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료 법률구조 제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자(수급자, 차상위계층)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방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문 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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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나이

 - 만 19세~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지원내용 기존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높은 청년우대금리 

제공(2년 이상 시 3.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 및 

방문하여 가입

적용이자율

구분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연 1.8%

문 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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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30 청년 국가 건강검진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지원내용

•  20대~30대 청년층 무료 건강검진 제공 

(비만, 빈혈, 결핵. 고혈압, 당뇨 등)

•  일반 건강 및 우울증 검사 제공

신청방법 상시
※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홀수년도생 홀수년도 신청, 짝수년도생 짝수년도 신청)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한 

검진기관 방문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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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내 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방 법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문 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32, www.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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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공간

청년이니까 신속하게 통한다 

청년정보사이트

차세대 유니콘기업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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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시 청년공간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 02-6238-6929

청년청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내 22동

070-4432-6177

무중력
지대 

대방동 동작구 등용로 79-1 02-824-6258
양천 양천구 오목로 359 02-2646-2030

홍제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02-6385-0006~8

무악재 서대문구 통일로 358-1 02-6385-0010
성북 성북구 아리랑로 50 070-4042-2018
도봉 도봉구 마들로11길 75 02-3297-3741

강남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02-6205-0483

영등포 영등포구 당산로 235 02-2671-2225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02-338-7964

금천구 청춘삘딩 금천구 시흥대로138길 10-11 070-7777-3745

용산구 청년지음
용산구 서빙고로 17 
공공시설동 3층

02-6261-1934

서울
청년
센터

강동오랑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 070-7709-2031~2
관악오랑 관악구 신림로 91 302호 02- 878-0823 
광진오랑 광진구 능동로 245, 2,3층 02-3409-3890

금천오랑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A동 612호

02-864-5002

은평오랑
은평구 통일로67길 9 
주주베에이 2층

02-351-3711

노원오랑 노원구 동일로 1405, 9층 02-937-5550
동대문오랑 동대문구 왕산로 214 070-4112-1751
마포오랑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1 02-336-3690
서초오랑 서초구 신반포로 188 734-101호 1877-4508
성동오랑 성동구 왕십리로 350, 4~5층 02-2204-6487

웰컴관악 청년생활 길라잡이 81



시설명 URL

관악구 청청(靑聽)지대 www.gwanak.go.kr에서 ‘청년’ 클릭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housing.seoul.kr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soco.seoul.go.kr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seoulyg.net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서울산업진흥원 www.sba.seoul.kr

청년건축학교 seoulydp2018.or.kr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워크넷 www.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

관광인 academy.visitkorea.or.kr

항공일자리포털 www.air-works.kr

클린아이 잡플러스 job.cleaneye.go.kr

잡알리오 job.alio.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청년유니온 youthunion.kr/

02
청년정보사이트
청년이니까 신속하게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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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악S밸리 창업지원시설
차세대 유니콘기업 산실

구분 센터명 주소 대표전화

관악구

낙성벤처창업센터 관악구 낙성대로 2

02-887-9848
낙성벤처창업센터 

R&D센터점

관악구 낙성대로 38, 

B01호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동주민센터점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관악구 

낙성대(강감찬)역사 내
02-875-1928

캠퍼스타운

(관악구-

서울대)

창업HERE-RO 2
관악구 봉천로 535, 

3층

070-7791-4476
창업HERE-RO 3 관악구 신림로 117

창업HERE-RO 4
관악구 신림로 134, 

3층 

창업HERE-RO 5
관악구 호암로24길 6, 

2~6층 

서울시 서울창업센터 관악 관악구 봉천로 545 02-888-5599

서울대

(연구공원)

942동 

메이커스페이스

관악구 관악로 1, 

942동
02-880-2045

민간

Digico KT 

OPEN LAB

관악구 호암로 597, 

2~4층
-

KB Innovation HUB
관악구 호암로 597, 

5~6층
02-2073-3890

우리금융 

디노랩 제2센터

관악구 신림로23길 22 

금준빌딩
02-212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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