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리
 및

 소
득

1

서울시가 마련한

어르신 정보
꾸러미

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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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자녀를 길러내고 사회발전

에도 이바지했지만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

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

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며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

니다.

사업개요

○ 대     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월 87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139.2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도래되는 월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연금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절차 : ��기초연금 신청(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소득·재산조사(30일 이내) → 연금지급 결정 

→ 이의신청 → 연금 지급

혜택사항

○ 개인별 20,000원~99,100원까지 차등 지원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 시행 

•국민연금 급여(A급여 등)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

※기초연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연금액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21)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65+

기초연금 신청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소득·재산조사

(30일이내)
연금지급 결정 이의신청 연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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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0세 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

※ 초등학교급식도우미·노노케어·교육형사업 및 인력파견·공동작업·

 제조판매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사업기간 : 9개월/12개월

○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사회공헌형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시범)

사업기간 9개월 9개월
9개월 

(연중시범 12개월)

근무시간

•1일 3-4시간

•주 3-4일

•월 36시간

•주당 평균 5시간

•월 학습형 20시간

•월 해설형 36시간

•1일 3-4시간

•주3-4일

•월 36시간

임금 월 20만원
시간당 1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세부

사업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하철이용질서 계도, 

자전거 보관 관리수리, 

도서관 관리

숲생태, 문화재 

해설, 예절/서예/

한자강사/, 

보육교사 도우미

노(老)-노(老) 케어

지역아동센터 연계, 

독거노인돌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02
어르신

일자리 지원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

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

도입니다. 

시니어클럽, 고령자취업알

선센터 등과 함께 민간일

자리도 연계해 드리고자 

합니다.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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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식당보조원, 가사도우미

지역영농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식품제조사업, 아파트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등

신청방법

○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모

내용을 확인한 후,

○ 자치구별 일자리 수행(모집)기관에서 접수

※ 일자리 수행기관은 자치구 노인일자리담당부서에 문의

혜택내용

○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인당 20만원 지급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12), 구청 노인일자리담당부서, 

           시니어클럽 등

•시장진입형

구분 공익형 복지형(시범)

사업기간 연중 연중

근무시간 업체별로 다름 사업운영 형태에 따라 자율적 근무

임금 업체기준에 따라 다름 업체기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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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기관 현황

○ 시설현황 : 26개소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5, 취업훈련센터 1

○ 시설운영

•어르신 취업상담 알선, 구인처 개발, 구직자-구인처 사후 관리

•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종별 훈련과정 

운영

기관(단체)명 개소 주요기능(사업내용)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or.kr)

25
•취업상담·알선 및 구인처·구직자 사후관리
• 어르신 적합직종 및 구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규직종 개발(고령자 위주 취업 알선)

노인취업훈련센터
(www.goldenjob.or.kr)

1

•소양교육 : 면접방법, 의사소통, 건강관리 등 
• 직무교육 : 정보화, 설문조사, 경비, 주차관리, 배

달, 건물관리, 급식지도 등
• 훈련과정 : 준비훈련(3시간) → 취업아카데미(30

시간)→정보화훈련(20시간)→직무훈련(20시간)

대     상  

○ 취업 상담 및 교육받으실 어르신

혜택사항  

○  어르신들의 일자리 취업을 위해 상담 및 알선과 취업훈련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03
고령자 취업
알선 지원

어르신들이 민간기업에 취

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이로써 공공일자리

만으로 부족한 문제를 보

완하고, 어르신들이 건강

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

록 돈도 벌고 사회에 참여

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고

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

니다.

55+

문의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588-1877) 및 취업훈련센터 (73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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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취업 상담 및 교육하실 어르신

○  고용분야 : DDP 서비스, 시설, 공간, 경영지원 등 경력 및 전문

성이 요구되는 업무 혹은 관리업무

○ 근무장소 :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 모집시기와 근무여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

(3705-0039)에 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운동장)

•규      모 : 지하 3층, 지상 4층

•시설운영 : 5개 시설, 15개 공간 운영

아트홀(오픈 스튜디오, 연회장, 대회의실), 디자인 뮤지엄(디자

인 박물관, 기획전시관, 상상체험관, 디자인둘레길), 비즈센터

(트렌드랩, 비즈 스트리트, 교육공간, 디자이너스라운지), 공원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등

• 주요특징 : 동대문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24시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04
DDP 

컨시어즈
(어른전문직) 모집

은퇴한 어르신 중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를 이끌어 나

갈 전문 역량이 있는 어르

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5+

문의처  서울디자인재단 (370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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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현황

○ 기     간 : 9월 중(서울광장)

○ 참여기관 : 시니어비즈니스 산업관련 기업,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등

○ 행사내용

•일자리 정보교류관, 일자리 채용지원관, 어르신일자리관 등 운영

•시니어 참여 사회적경제 및 사회공헌 일자리 안내 및 제공

•베이비부머 취업을 위한 ‘맞춤형 1:1 현장 상담실’ 운영

참여방법

○ 대     상 : 서울거주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및 어르신

○ 참여방법 :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엑스포 개최 3개월 전 개설 예정)

05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 개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

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일

자리 엑스포를 엽니다. 고

령화 사회 해결책을 어르

신들께 알려드립니다.

5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13)

어르신정보 내지 0509.indd   12 2014-05-12   오후 1:23:06



일
자

리
 및

 소
득

13

사업개요

○ 대상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 기업

○ 채용인턴 :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미취업 어르신

•인턴선발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신청 / 채용 알선

○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수의 30% 이내(최대 5명)

○ 지원기간 : 총12개월(인턴3개월,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시니어채용 참여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참여방법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에 중소기업 

시니어 인턴십 채용대상자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06
중소기업 
시니어

인턴십 지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어르신들을 소개하

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

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

고, 베이비붐세대는 일을 

할 수 있어 시니어 실업 문

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50+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1588-9142)

어르신정보 내지 0509.indd   13 2014-05-12   오후 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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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희망설계 아카데미 운영

○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능기부와 접목한 

비즈니스 분야 자문·멘토링 전문가 육성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 지원내용

• 교육 지원 : 멘토링 교육 및 분야별 워크숍 교육 실시, 어르신 창업

기업 대상 자문 및 멘토링 활동 기회 제공

• 인프라 지원 : 희망설계아카데미 활동 공간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3월, 8월(예정)

○ 참가자 모집기간에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총 100시간 교육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kr/sbst32h1)

장년창업센터 운영

○ 베이비부머 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

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40대 이상의 어르신 창업가 육성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베이비부머

○ 지원내용

• 인프라지원 : 공동창업 공간 무상 제공(변동좌석제 운영), 세미나실, 

공용기기실, 전산실습실 등 무상제공 원스톱 지원

07
시니어 

비즈니스 센터 
운영

4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직종에서 

일하다 은퇴한 시니어에게

는 재능을 활용해 비즈니

스 분야 자문이나 멘토링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

가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입

니다.

문의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3430-22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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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홍보 : 창업아이템 및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지원 등 창업 

•전문컨설팅 : 창업아이템별 그룹 코칭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부담 : 무료

 ○ 사업시기 : 연중

 ○ 참가자 모집기간(2월)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 사업수혜기간은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지원(연장가능)

프로시니어 양성

○ 분야별 전문경력을 가진 퇴직자 대상으로 2개월간 컨설팅 교육 

및 프로젝트 실습 제공 통한 컨설턴트 양성

○ 대     상 : 분야별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 인력

•만 4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지원내용 : 분야별 경력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초방법론 및 분야별 실습 교육

○ 모집기간 : 6월~7월(예정)

○ 신청자 대상 심사에 의해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 후 4개월간 

    실습 교육 실시

문의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3430-2240)

문의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38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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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지원

어르신 실버농장 운영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죽음 준비(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법률상담 서비스

어르신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서울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서울 영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

어르신 시니어기자단 운영

서울시니어포털(50+서울) 운영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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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교통카드 발급

○ 이용자부담 : 무료

•다만,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시 재발급 수수료 3000원 부담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혜택내용 : 수도권 지하철 무료 이용 가능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하철을 이용하

실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라면 서울시의 모든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편리하

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8

문의처  교통정책과 (2133-225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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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께 환경정비, 주

차관리 등의 일자리를 만

들어 드리고, 경제적 어려

움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어르신들께 한방과 

양방으로 진료해 드립니

다. 또한 아직까지 영정사

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

신들에게는 장수사진을 촬

영하여 드립니다.

희망 돌보미

○ 대상자 : SH 임대주택 입주민(만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 가능)

• 임대료(관리비) 장기체납자, 장애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차

상위계층, 새터민 우선채용

○ 신청방법 : 희망돌보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관리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5월중

○ 사업기간 : 6월 ~ 11월

○ 업무내용 : 환경정비, 주차관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보미

으뜸이 진료봉사

○ 대     상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 및 입주민

○ 지원내용 : 매년 임대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을 선정 방문하여

한방(침, 뜸 등)과 양방(성인병, 관절염 등) 진료 실시

○ 이용자부담 : 무료

장수사진 촬영

○ 지원대상 : SH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임대아파트 단지를 선정 방문하여 영정사진을 마련

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장수사진 촬영 후 배송

○ 이용자부담 : 무료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지원

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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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 지원대상 :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 지원내용 : 고려대 교우회와 연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 무료건강검진 실시

○ 이용자부담 : 무료

문의처  SH공사 (3410-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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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모집 공고일 기준)

○ 운영기간 : 4월 ~ 11월

○ 운영방법 : 농업기술센터 직접 운영

○ 농장규모 : 3개소 11,000㎡

• 서초구 내곡동 1-890, 강서구 개화동 497-4, 강동구 상일동 34

○ 분양면적(분양가격) : 6.6㎡(10,000원)/1구획

혜택사항

○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 재배 및 이용, 관리방법 지도

○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모종, 농기구, 퇴비 등 지원

•봄 : 상추모종, 열무종자  - 가을 : 배추모종, 무종자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예약메뉴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 예약메뉴 

→ 실버농장 신청(신청자 접수 후 추첨에 의거 선정)

어르신들이 건전하게 여가

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행

복을 가꿀 수 있도록 실버

농장을 운영합니다. 어르

신들이 손수 농작물을 키

우면서 여가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 다.

어르신 실버

농장 운영

1065+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459-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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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서비스 

•  어르신 운동 전문가(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생활체조, 

게이트볼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각 자치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신청

어르신들만 전담하는 생활

체육지도자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찾아가서 어르신

들께 알맞은 운동을 알려

드립니다. 어르신 전담 생

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

와드립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1165+

문의처  서울시 생활체육회 (380-8830~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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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 지원내용

• 아름다운 죽음 준비하기

• 우리 장례문화의 현주소

• 서울시 화장시설 바로알기(현장투어)

○ 이용자부담 : 무료

○ 주     관 : 서울시설관리공단 시립승화원

참여방법

○ 신청방법 :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 신청기간 : 연중

※ 서울시립승화원(http://www.memorial-zone.or.kr) 홈페이지 참고

'죽음, 얼마나 준비하셨습

니까?' 잘 사는 것만큼이

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이 중요해졌습니다. '죽음 

준비'는 아름다운 삶의 마

무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죽

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삶

을 긍정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죽음준비(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1260+

문의처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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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상담장소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 상담대상 : 복지관 이용 어르신

○ 상담시간 : 복지관별 월1회, 2시간

• 복지관별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수요자중심 탄력적 운영

○ 상 담 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상담내용 : 어르신들의 생활 관련 행정·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법률  문제 상담

신청방법

○ 이용방법 : 가까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상담안내직원에게 신청

○ 상담방법 : 상담예약 시간에 상담변호사가 직접 복지관 방문, 

1대1 대면상담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요구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갑

니다. 어르신과 마주 보고 

상담하여 어렵고 복잡한 

법률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상담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법률
상담 서비스

1360+

문의처  법무담당관 (2133-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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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고령자용 임대아파트

○ 사업주체 : SH공사

○ 공급물량 : 821세대(2014년 기준)

구분 지구명 고령자 계획
준공(입주)

예정일
비  고

계 1,320세대

1~2층 

천왕2지구(2단지) 60세대

2014년
(821세대)

신내3지구(1단지) 74세대

마곡지구(1～7,14,15단지) 352세대

내곡지구(1,3,5단지) 59세대

세곡2지구(3,4단지) 276세대

내곡지구(6단지) 59세대

2015년
(386세대)

세곡2지구(6,8단지) 101세대

강일지구(11단지) 88세대

천왕지구(7단지) 74세대

맞춤동 
내곡지구(2단지) 64세대 2016년

(113세대)마곡지구(13단지) 113세대

※ 고령자 계획 세대수는 사업계획 변경추진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하기 편리한 임

대아파트를 만들어 저소득

층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어르신의 주거 복지 수준

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

니다.

어르신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14

혜택사항

○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건립 중인 각 임대주택단지의 1~2층을 고령자용으로 공급

• 어르신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에 따라 무장애(Barrier-Free)설계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시설, 비상 연락장치 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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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 단, 미달시 만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 신청방법 :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시 신청

문의처  SH공사 (3410-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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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 교육시간 : 매월 20시간 ~ 40시간

○ 교육내용 : 컴퓨터활용, 인터넷기초, 한글, 엑셀, 이미지 편집 등

어르신 정보화 교육기관 : 7개 기관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밤골경로당
(성북실버 IT센터)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7-8

909-3618

2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진구 아차산로 416
(주)KT자양빌딩 B동 2층

2636-2990

3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3나길 
11-3

385-9500

4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독산로72길 86-5 070-4372-2820

5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중구 다산로6길 11 2234-3515

6 양천여성인력개발센터 양천구 오목로 129 2652-5995

7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강서로68길 36 2658-1010

이용방법

○ 각 교육기관별 세부프로그램 및 교육인원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후 선정된 어르신 이용 가능

○ 교육비 및 교재비는 무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기초적인 정보화교육을 진

행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

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

동을 유도하고, 세대 간 정

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

니다.

어르신 

정보화 교육

1555+

문의처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347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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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현황

○ 위     치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1,2층

○ 센터 주요사업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 교육

-인생2막 준비, 변화관리 과정, 건강, 관계, 주거 등 노후준비 및 미래설계 과정

•경험·전문지식 재활용 사회공헌과 재능나눔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 개념·영역, 은퇴자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소개

-복지시설 자원봉사, 경로당 코디네이터, NPO 등

•생계와 일자리에 도전하는 창업교육, 재취업 전문 교육

-창업 아이템 선정, 금융·재무관리, 홍보·마케팅 등 창업 특화과정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도시농업 과정, 창업지원제도 과정 등

-취업 준비 훈련, 정보화, 휴대폰 활용 교육 등 기본 교육

•시니어 일자리 안내 사업, 시니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직종별, 소득수준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1~3세대 어울림 마당 운영

이용방법

○ 대     상 : 서울시 거주 은퇴(예정) 베이비부머 및 신노년층

○ 프로그램 이용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www.seoulsenior.or.kr)에 

각 프로그램별 등록 신청 후 이용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베이

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시니어들은 취업, 창업, 공

헌활동의 욕구가 높아지

고 있습니다. 서울 인생이

모작지원센터는 신노년층

을 중심으로 은퇴 후 인생

설계와 사회참여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조직입니다.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1650+

문의처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389-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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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인     원 : 128명

○ 구     성 : 6개 분야(인원)

•건강·상담(20) : 의료,건강상담, 인생상담

•외국어(23) : 국제행사 통역, 외국어 교육 

•생태환경(23) : 환경교육 및 캠페인  

•수공예(8) : 수작업 교육 및 작품기부 

•학습지도(39) : 방과후, 유아 학습지도 

•언론취재(15) : 기자단, 사진촬영 등 

○ 활동장소 :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재가 독거어르신 초등학교,

유치원 등 

참여방법

○ 대     상 : 서울시 거주 어르신(50세~65세)

•전문적 지식과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수료자 우대

○ 접수기관 :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기     간 : 연중 수시모집

○ 소정의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이후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진행

은퇴한 전문가로 구성된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사

회참여와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전문적 재능을 사회

와 나누고 싶은 어르신들

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울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1750+

문의처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389-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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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니어 자원봉사단 현황

○ 운영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센터현황 : 26개소(서울시자원봉사센터 1, 자치구자원봉사센터 25)

※ 자치구별 1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

○ 자원봉사 활동 분야

• 사회복지 : 저소득 어르신 가사보조, 장애인 외출보조, 

목욕·배식봉사, 가정방문 등

• 교통·환경 : 교통질서 캠페인, 주차안내, 자연보호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 교       육 : 교육지도, 어린이공부방, 장애아동·다문화·저소득 

가정 학습지도 등

• 기술·기능지원 : 이미용, 마사지, 차량지원, 집수리, 도배, 장판, 

홍보물제작 지원 등

• 상       담 : 부부 및 가족 갈등상담, 무료법률상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취업상담 등

• 문화·행사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안내, 공연·전시·행사 안내 및 

질서유지, 공연봉사 등

•보건·의료 : 헌혈, 간병, 호스피스, 무료진료, 병원업무보조 등

• 재난·재해 : 재난지역 인명구조, 수해 및 설해 복구 봉사활동, 

이재민 구호활동 등

•행정보조 : 공공행정 사무지원, 민원안내 등

•국제협력 : 해외봉사, 국제기구 및 단체활동, 통·번역 등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어르신

영시니어란, 50~60대 베

이비부머와 신노년층을 합

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다

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

으로 앞으로 자원봉사 활

동의 중심이 될 연령층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시니어의 보람 있

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 영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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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1
회원가입

1365포털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www.1365.org에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 필수사항 입력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 희망봉사지역 선택합니다.

2
기본교육

각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봉사신청

1365 포털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 지역, 분야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를 찾고 자원봉사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4
봉사활동

활동 현장에 배치된 후 봉사활동을 성실하고 

활기 넘치게 해주세요.

• 처음 참여하는 봉사자를 위해 봉사활동 순간을 홈페이지에 남겨주

세요.

5
활동확인

활동이 끝나면 1365를 통해 실적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 받으세요. 

• 시도, 시군구 및 연계기관 통합실적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번없이 1365를 누르시면 가까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로 연결

(휴대폰은 지역번호 02-1365)

문의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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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현황

센터명 주 소 / 홈페이지 전화번호 (02)

서울시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1 남산빌딩 302호 (http://volunteer.seoul.go.kr) 1670-1365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본관  5층 (http://vol.jongno.go.kr) 2148-22581~5

중구 서울시 중구 퇴계로52길 12 (http://volunteer.junggu.seoul.kr) 2274-1365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청 5층 (http://ysvol.or.kr) 2199-7080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http://sdvc.sd.go.kr) 2286-5032~9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제1별관 2층 
(http://volunteer.gwangjin.go.k)

450-1663~4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4층 (http://vol.ddm.go.kr) 2171-6209~10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http://jnvc.or.kr) 2094-1615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http://sbvc.or.kr) 920-3691~2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99-9 (http://vol.gangbuk.seoul.kr) 901-6641~7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1층 (http://vol.dobong.go.kr) 2091-2235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혜로 437 노원구청 (http://volunteer.nowon.kr) 2116-3676~9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구의회  3층 (http://epvol.kr) 351-7321~6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보건소8층 (http://vol.sdm.go.kr) 330-1780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http://mvc.mapo.go.kr) 3153-8342~6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601호
(www.yangcheonvc.go.kr)

2644-4750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01 (http://vc.gangseo.seoul.kr) 2600-5335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26 (http://gurovol.guro.go.kr) 860-2532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http://gcvc.go.kr) 839-1365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영등포구민회관 1층 (http://vt.ydp.go.kr) 2670-4152~6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3길 14 (http://djvol.or.kr) 824-0019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http://gvc.go.kr) 879-5900~5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번지  서초구민회관 2층 (http://seochov.or.kr) 573-9252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68 선릉로 별관 후생동 (http://gangnamvc.or.kr) 3445-5152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송파구민회관 2층 (http://songpavc.or.kr) 2202-1365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5 명일동공영주차장 4층
(http://gangdongvc.or.kr)

3425-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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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현황

○ 인     원 : 20명

•서울시 거주 50세 ~ 65세 (유관 은퇴자 및 경력자 우대)

○ 활동사항 : 매월 기획회의 참석, 취재기자 2건 / 사진기자 3건 

취재 

○ 기자단 지원 : 활동비 월 10만원, 기자단 증 발급 및 기자수첩 

기념품 제공, 모든 기사 실명 공개, 센터 뉴스레

터에 채택 게재

○ 활동현황

• 시니어매거진 <50+서울> 창간준비호, 창간특집호, ‘14년 1월호 등 

매월 발행

• 2013년 9월 1기 시니어기자단 구성 및 활동 중

※하반기 추가모집 예정

 

참여방법

○ 대     상 : 50세 이상 서울거주 어르신

○ 선정기준 : 언론홍보 관련 전문 경력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선발(취재분야, 사진분야)

○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진 100시간의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쳐 

   전문기자단으로 활동

○ 교육은 전액 무료로 기자단 활동에 따른 활동지원비 지급

전문직 은퇴자의 공헌적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

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문직으로 은퇴하신 어르신

들이 직접 소식지를 기획, 

취재, 제작, 배포해 어르신 

관련 소식들을 전달합니

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 

합니다.

어르신 시니어
기자단 운영

1950+

문의처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www.seoulsenior.or.kr, 389-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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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이트명 : 서울 시니어포털(50+서울)

○ 이용대상 : 50세 이상 인생재설계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 사이트 주요내용

•은퇴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일자리와 교육

•커뮤니티, 웹진 등 분야별 어르신 정보 수록

• 시니어 맞춤형 일감 정보 제공, 제2인생 설계 지원, 활기찬 여가·생

활·문화 정보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5월 중 시니어포털 오픈 예정

이용방법

○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이용(서울시홈페이지 통합회원과 연동)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

는 전문적인 포털 사이트

를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일자리와 

재취업 교육, 활기찬 여

가·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

들의 성공적인 제2의 인

생설계를 지원합니다.

서울 시니어 

포털(50+서울) 

운영

205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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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및 

문화

경로당 활성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운영

서울 노인영화제 개최

어르신 실버영화관 운영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연극 교육

저소득 어르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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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활성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거주 지역에서 자

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

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

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경로당을 활

성화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활성

화를 통해 어르신들께 다

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

다.

21 경로당 수 : 3,258개소('14. 1월 현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

○ 프로그램 내용 : 한방침술, 민요(동요)교실, 건강체조, 스포츠

댄스, 교양강좌, 이·미용 서비스, 환경개선 등

【특화 프로그램】

○ 수행기관 : 자치구 및 자치구 노인회 지회

○ 프로그램 내용 : 도시농업형, 공동작업장형, 시설 개방형, 

학습형, 사회봉사형 등 경로당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파견인원 : 98명(시각장애인 전문 안마사)

○ 운     영 : 매주 월~금요일(5일), 1일 최대 4시간, 안마사 1인

당 어르신 5~7명 안마서비스 제공(1회 서비스 

시간은 25분~30분 내외)

○ 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어르신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양질의 무료 안마서비스를 제공

-신청 경로당에 한하여 안마사 파견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고 있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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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대      상 :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 가입한 어르신

○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 중 각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이용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07), 자치구 경로당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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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현황

○ 시설현황 : 30개소(시립 19, 구립 10, 사립 1)

○ 주요사업

•상담 지원 : 법률, 세무, 심리 전문상담, 집단심리상담

•사회 교육 :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교양교육 프

로그램, 동아리활동, 정보화 교육

•기능 회복 : 물리치료, 건강진료,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후생 복지 : 급식 및 미이용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등 가사주거생활 지원, 방문

                       의료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

이용방법

○ 대      상 :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

○ 참여하고자 하는 복지관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등 

절차 진행 후 수강 및 지원

노인 종합
복지관 운영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의 중

심지가 될 노인종합복지관

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품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르신

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

복지관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간 융합 공

간이 될 것입니다.

226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16), 소재지 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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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종합복지관 현황

자치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02) 비고

종로구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삼일대로 467 739-9501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율곡로19길 17-8 742-9500

중구 구립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 2234-3515

용산구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독서당로11길 16 794-6100

성동구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마조로 77 2298-5117

광진구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군자로 88 466-6242

동대문구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제기로33길 25 963-0565

중랑구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겸재로9길 45 493-9966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내로15길 175 3421-4800

성북구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종암로15길 10 929-7950

강북구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로92길 40 999-9179

도봉구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당로2길 12-13 993-9900

노원구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로16길 15 948-8540

은평구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연서로 415 385-1351

서대문구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독립문로8길 57 363-9988

마포구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강로 68 333-1040

양천구 구립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목동로3길 106 2649-4848

강서구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화곡로61길 85 3664-0322

구로구 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새말로16길 7  838-4600

금천구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흥대로51길 93-32 804-4058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도림로 482 2068-5326

동작구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상도로11길 7 82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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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삼성로 628 549-7070

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강남대로128길 59 541-0226

송파구 구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백제고분로32길 41 2203-9400

강동구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동남로71길 32-5 442-1026

시립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양재대로156길 28 481-2217

자치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02) 비고

관악구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보라매로 35 888-6144

서초구
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강남대로30길 73-7 578-1515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방배천로 48 581-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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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현황

○ 시설 수 : 38개소

○ 주요사업

•상담 지원 : 법률, 세무, 심리 전문상담, 집단심리상담

•사회 교육 :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교양교육 프로

그램, 동아리활동, 정보화 교육

•기능 회복 : 물리치료, 건강진료,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후생 복지 : 급식 및 미이용 서비스

• 재가노인 지원 :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등 가사주거생활 지원, 방문

의료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

이용방법

○ 대      상 :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

○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센터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등

절차 진행 후 수강 및 지원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 운영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가

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

인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접근성 높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운

영해 어르신들의 취미, 여

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

지 욕구를 빠르게 들어드

리고자 합니다. 

23

문의처  각 구청 어르신담당부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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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현황

번호 자치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02) 비고

1 용  산 청파노인복지센터 청파로83길 26 703-6011

2 중  랑 중화경로복지관 동일로138길 28 436-1390

3 성  북 정릉실버복지센터 솔샘로 8 916-0204

4 성  북 장위실버복지센터 장위로46길 57 913-3369

5 성  북 상월곡실버복지센터 화랑로18길 6 963-1082

6 성  북 석관실버복지센터 화랑로32길 88 957-9923

7 강  북 삼양종합복지센터 삼양로47길 9 945-1306

8 도  봉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우이천로 363 900-4641

9 도  봉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시부롱로15라길 59-9 3491-4651

10 도  봉 창동노인복지센터 덕릉로60차길 6 906-2968

11 도  봉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도봉로169가길 52 3491-3356

12 은  평 역촌노인복지센터 연서로3나길 11-30 385-9500

13 은  평 갈현노인복지센터 통일로89길 12-6 357-2640

14 은  평 응암노인복지센터 응암로21가길 5-1 355-2997

15 은  평 불광노인복지센터 연서로32길 17-11 385-3222

16 은  평 신사노인복지센터 증산로15길 47 302-0303

17 서대문 창천노인복지센터 연세로2나길 61 364-0314

18 서대문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홍제천로2길 111 3143-7779

19 서대문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증가로20길 43 376-5042

20 마  포 우리마포노인복지센터 신촌로26길 10 358-1000

21 마  포 아현실버문화센터 환일길 3 312-2161

22 강  서 화곡노인복지센터 월정로30길 96 2605-6900

23 강  서 연지노인복지센터 화곡로58길 30-7 260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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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치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02) 비고

24 강  서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초록마을로15길 12 2605-1553

25 금  천 금천호암복지센터 독산로72길 86-5 853-7203

26 동  작 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남부순환로 2081 580-2405

27 서  초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대로54길 45 3474-6080

28 강  남 역삼노인복지센터 도곡로27길 27 501-5674

29 강  남 압구정노인복지센터 도산대로53길 5 548-9898

30 강  남 대치노인복지센터 역삼로69길 22 564-0108

31 강 남 강남시니어프라자 봉은사로 332 554-5479

32 송  파 송파복지센터 충민로 184 415-0056

33 강  동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천중로17길 42-16 478-0601

34 강  서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강서로5길 50 2699-8264

35 구  로 온수 노인복지회관 부일로9길 111 3666-8750

36 노  원 공릉노인복지센터 공릉로 129 948-6274

37 송  파 송파시니어복지센터 백제고분로42길 5 413-9999  

38 성동구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마장로 141 692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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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년기의 사

회 참여, 사회 적응을 위한 

재무 관리와 생활 설계, 건

강관리, 역사 인문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어르신들의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립

니다.

24 사업현황

○ 교육기관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아카데미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교육시간 : 주2회 1일 2시간씩 5주 과정(총 20시간)

○ 내     용 : 노후설계, 재무관리, 건강관리, 사회참여, 인문학, 

여가문화 정보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참여방법

○ 대     상 :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

○ 신청방법 : 교육운영 지정기관 중 원하는 곳에 신청

•교육프로그램 수강시 교육생 5천원 별도 부담

6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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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운영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은 

어르신 스스로 삶의 주인

이 되어 예술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립

니다. 음악, 미술,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예술공간을 발굴해 예술활

동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으로 문화예술

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25 사업현황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주체 : 서울문화재단

○ 추진내용

• 체험 중심의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6개 프로그램, 

580명 교육(2013년)

• 어르신 대상으로 특화된 다양한 분야의(음악, 미술, 뮤지컬, 무용, 미

디어 등)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 지역과 연계를 통해 타 복지관 및 공연장에서의 발표회 및 사회공

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노인 문화예술활동

가 양성

•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을 목적으로 하

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와 기회 확대를 위해 정규교육프로그램이

외의 특별 특강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어르신의 성취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합동수료식 운영 

참여방법

○ 참여방법 : 매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교육운영단체 및

교육운영기관이 참여할 어르신 모집

60+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75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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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
영화제 개최

서울 노인영화제는 어르신

을 주제로 하거나, 어르신

이 직접 제작·연출한 작품

을 선정·상영하는 영화제

입니다. 젊은 세대에겐 어

르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

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

를 제작·연출하시는 어르

신들에게는 지난 삶을 영

화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

는 기회를 드립니다.

26 영화제 개요

○ 기     간 : 9월(예정)

○ 주     관 : 서울노인복지센터

○ 장     소 : 대한극장(예정)

○ 주요내용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 및 선정, 영화제 개최

- 시상 : 대상(1), 우수상(분야별 1), 장려상(분야별 2), 관객상

- 영화제 개최 기간 중 선정작 상영

참여방법

○ 출품대상: 어르신을 주제로 하거나, 어르신이 직접 제작·

연출한 작품

• 자유주제 부문 : 60세 이상 어르신이 연출한 영화로 주제와 

                       관계없이 출품 가능

•  노인주제 부문 : 만 60세 미만 청장년 세대가 노인을 주제로 연출한 

                     영화

○ 접수방법 :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 홈페이지

              (http://sisff.seoulnoin.or.kr) 및 우편접수

○ 접수기간 등 문의사항은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 및 

    홈페이지 참고

60+

문의처  서울 노인영화제 사무국 (691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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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실버 
영화관 운영

실버영화관은 ‘어르신의, 

어르신들에 의한, 어르신

만을 위한 극장’이라는 콘

셉트로 55세 이상 어르신

께 추억의 영화를 제공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실버영화관을 통해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

회를 넓혀 드리고자 합니

다.

27 영화관 현황

【실버영화관】  http://www.bravosilver.org

○ 위     치 : 종로구 낙원상가 4층

○ 대     상 : 55세 이상 (입장료 2,000원)

○ 추억의 영화 상영, 영화제, 추억의 쇼 등

•추억의 영화(고전, 외화 등) 상영 : 월 4~5편, 1일 3회 이상

• 따뜻한 영화제 : 따뜻한 콘셉트의 영화 상영, 배우·감독 참여, 

                       추억의  통기타 10인조 공연

•추억의 쇼 : 가요, 국악 등 실버공연 등

○ 운영단체 : ㈜추억을 파는 극장

【청춘극장】  http://cafe.naver.com/seoulsilvercinema

○ 위     치 : 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홀

○ 이용대상 : 55세 이상 및 동반가족 (입장료 2,000원)

•저소득 노인의 경우 무료초대권 배부

○ 추억의 영화 상영, 문화 공연 등

•추억의 영화(고전, 외화 등) 상영 : 월 4~5편, 1일 2회 이상

•문화공연 : 평양예술단, 염쟁이 유씨, 추억의 버라이어티 쇼  등

○ 운영단체 : ㈜조이슈즈

55+

문의처  실버영화관 (3672-4232), 청춘극장 (070-4222-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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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민생
침해 예방을 

위한 연극교육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상조업 등에 대

해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

형 연극교육입니다. 어르

신들의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를 재미있는 

연극을 통해 알려드림으로

써 어르신들의 민생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8 사업현황

○ 대     상 : 55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 9월~11월

•공연일정 : 매월 2회 수요일 12:00~13:00

○ 장     소 : 청춘극장(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홀)

○ 내     용 :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사례를 통한 연극

공연 교육

◆민생침해 예방연극 교육개요

•연극제목 : 샤우팅맨  

•교육단체 : (사)한국씨니어연합 노인복지센터

•공연인원 : 연기자 9명, 음향 2명, 스탭 2명

•공연일정 : 매월 2회 수요일 12:00~13:00 

•공연시간 : 총 40분(홍보동영상 5분 + 연극공연 35분)

55+

문의처  서울시 민생경제과 (213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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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저소득 어르신들

의 활기찬 일상을 위해 문

화복지 혜택의 기회를 늘

립니다. 어르신들이 좋아

하시는 국악, 연극, 전통춤, 

전통가요 등 다양한 문화

공연 관람을 지원합니다. 

29 어르신 행복콘서트 

○ 참여대상 : 55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

○ 주요내용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콘서트 등 무료 공연

○ 주     관 : (재)세종문화회관

○ 관람자선정 : 노인복지관, 자치구노인회, 시청 어르신복지과 등

에 신청하여 관람자 선정

저소득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지원

○ 참여대상 : 저소득·독거어르신 등 문화 소외 어르신

•연인원 1,000여명 관람 지원

○ 주요내용

• 저소득·독거어르신과 1~3세대 독거어르신이 주변이웃(돌보미, 

   방문간호사 등), 동거가족간 소통 및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

○ 추진방법 : 전통공연·연극·콘서트 등 문화공연 바우처 제공

○ 관람방법 : 자치구별 저소득 어르신 선정 후 관람

6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2133-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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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및 

요양

노인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노인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서울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어르신 학대 예방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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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

고 계신 어르신들 중 가구

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 이하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 때문에 국민기

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

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30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

○ 신청기간 : 연중

혜택내용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지원금액은 본인부담액 100%(1만 8천원 ~ 6만 4천원)

문의처  어르신복지과(2133-7421), 동 주민센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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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가사 지원, 서

비스 연계, 안전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이 어

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들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어르신들께는 독거노

인생활관리사들이 매주 방

문하고 전화를 드려 안부

를 확인하여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31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 대     상 :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어르신

○ 신청기간 : 연중

○ 본인부담 : 무료

○ 서비스기관 : 25개소

○ 혜택내용 : 각 구청에서 지정한 서비스기관에서 어르신 가정방

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 대     상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구청장 인정자(서비스대상자의 5%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본인부담 : 무료~6만4천원

○ 서비스기관 : 144개소

○ 혜택내용 

•신변·활동 지원 :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보호시설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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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가사 서비스

○ 대    상

•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고령(부부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어르신가구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2개월 이내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 본인부담 : 무료~6만4천원

○ 서비스기관 : 144개소

○ 혜택내용 

•신변·활동 지원 :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 대     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래 앓아온 저소득 독거어르신

○ 신청기간 : 연중

○ 혜택내용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명이 사랑의 안심폰을 통해

독거어르신 10명 안전 확인

• 화상폰을 활용하여 독거어르신 자택의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말벗서비스

• 어르신이 집에 없으면 이동감지센서를 이용해 귀가 여부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2133-7421), 각 자치구 서비스 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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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이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

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집안일 지원해드리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계획적

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

비스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32 제도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 신청기간 : 연중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

○ 심사등급 판정 :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3개 

등급으로 구분(1~3등급)

○ 서비스제공기관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합 계
(개소)

요양
시설

재가급여 제공기관

소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3,678 442 3,236 1,393 228 42 1,172 161 240

혜택사항

○ 혜택구분 :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1,2등급 판정 어르신으로 요양시설 등 입소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서비스 수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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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3등급 판정 어르신으로 집에서 서비스 수혜

•방문요양 : 청소, 목욕 등 신체 및 가사활동 재가요양서비스

•방문목욕 : 목욕설비차량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나 진료보조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심신 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 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보험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이용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27) 또는 주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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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

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 되지 못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

나,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노인장기요양

보험 본임부담금을 지원합

니다.

33 사업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

• 장기요양 1~3등급자(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수급자 미선정 어르신)

○ 신청기간 : 연중

혜택내용

○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노인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65+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27)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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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식

사를 거르는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하여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을 운영하며 식사와 밑반

찬을 배달해 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34 사업개요

○ 대     상 : 저소득 어르신 및 결식 우려 수급자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무료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신청방법 : 무료급식 수행기관 및 구청 담당부서

이용방법

○ 경로식당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주 5회(공휴일 제외), 경로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

○ 식사배달 : 65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

•연중 365일, 식사 및 반찬 배달

○ 밑반찬배달 : 65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

•주 2회, 밑반찬 배달

65+ 6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20), 각 자치구 서비스 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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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양로
시설·공동생활

가정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

하는 곳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

을 할 수 있는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노년에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도

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 시설현황 : 18개소 (양로시설 13, 공동생활가정 5)

 ○ 무료양로시설 : 5개소

 ○ 일반양로시설 : 8개소

 ○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 5개소

※ 양로시설현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중 어르신복지 참고

입소방법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격요건 해당자

• 무료입소대상자 : 기초생활수급·학대피해어르신

• 실비입소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일정액 이하인 어르신

•유료입소대상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무료입소대상자 : 해당 자치구에 입소 신청(동 주민센터 접수 가능)

•실비입소대상자 :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에 입소 협의 후 입소

•유료입소대상자 : 입소자와 시설간 계약에 의해 입소

65+ 60+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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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시설·요양공동
생활가정 운영

시설현황 : 505개소

○ 요양시설 : 164개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341개소

입소방법

○ 대    상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예외적으로 3등급 중 요양시설 

   입소판정자

입소절차

대상자 유형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장기요양

기관에 이용

의뢰

(공단, 본인 

통보)

ⓛ 기초생활

수급 노인

② 기타 의료

급여 수급자

③ 일반노인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 ▶ ▶ ▶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

는 어르신을 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모시는 것은 어

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

다.

3665+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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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시설현황

○ 데이케어센터 : 173개소

○ 복합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 2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8개소

※  재가어르신복지지설 현황을 알고 싶을 경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앱(http://nuriapp.com/sunjin1286.app) 다운로드 후 검색 활용

이용방법

시설유형 이용,입소조건 입소절차 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데이케어센터

복합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수

급자(1-3등급)

·�심신이 허약하거

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

호가 필요한 자

·�일반노인

이용 가능한 희망시

설을 선택하여 장

기요양기관 (데이케

어센터)과 이용요건 

등을 협의하여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할 거주지 구청에 

입소 신청하면 구청

에서 장기요양 기

관(데이케어센터)에 

이용 의뢰 후 시설 

이용 

·일반노인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

급권자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운

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13년 기준 무료)

재가노인 

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수

급자(1-3등급)

·�장기요양급여 수

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등

대상자 발굴(시설) 

→ 대상자 

승인 및 서비스 연

계(자치구) → 

서비스 제공(시설)

-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

해 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 지원, 간병 등을 해드

리는 재가 어르신 복지시

설을 운영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부양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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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장기요양

기관에 이용

의뢰

(공단, 본인 

통보)

ⓛ 기초생활

수급 노인

② 기타 의료

급여 수급자

③ 일반노인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 ▶ ▶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2133-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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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운영 현황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 인     력 : 상담사 8명

○ 센터 주요사업

•전문 상담 : 개인(집단) 상담 및 연계상담 

• 전문 상담 사업

- 어르신의 성 전문상담 및 성문화 인식개선 강화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길 찾기

-어르신 생애사 집단프로그램 운영(인생 돌아보기, 자서전 쓰기

-자신감을 통한 우울감 개선 : 전문강사 포커싱 프로그램 운영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운영(나를 칭찬하기, 가족관계, 역할극 등)

• 어르신상담 입문 교육과정(상담가 소양, 상담기술), 상담실천가 교육

특강(전문가의 주제별 심화교육 특강), 찾아가는 상담 운영(저소득층 

취약지역, 어르신 밀집지역 직접 방문)

상담방법

○ 대     상 : 서울시 거주 어르신 및 가족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2:00) 공휴일 제외

○ 상담방법

•전화 상담 : 02-723-9988(365일 24시간 운영)

•온라인 상담 :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www.seoulfriend.or.kr) 

온라인 상담게시판 이용

어르신과 그 가족이면 누

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심

리·정서·경제적 안정을 도

모하고, 노년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

하기 위한 24시간 전화상

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

담, 사이버상담 및 집단상

담 등을 상담센터에서 만

날 수 있습니다. 

3860+

문의처  서울 어르신상담센터 (723-1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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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학대 예방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성북구 삼선로교 20길 23

운영인력 기관장 1, 상담원 8 기관장 1, 상담원 6

관할구역
강남구 등 14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강북지역)

주요업무

·학대사례 발생 시 상담서비스 및 긴급 보호(치료) 조치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

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이용방법

○ 대     상 : 학대피해 어르신 

○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전화(1577-1389)를 통한 전화 상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

행됨에 따라 어르신 학대 

사건·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문보호 기관을 운영해 어

르신 학대 예방과 상담으

로 어르신 학대 사고를 막

고자 합니다.

3960+

문의처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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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어르신 건강 검진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어르신 의치(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인플루엔자(독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치매노인 배회·실종 U-서울안전서비스

치매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40

41

42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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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 검진 

40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1차 건강검진 : 진찰, 상담, 신체계측, 혈압, 피검사(혈당, 간기능, 

고지혈증 등), 소변검사, 흉부X-ray 촬영 등

•2차 건강검진 : 1차 검진결과 이상자 정밀검진 실시

• 건강위험 요인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문 의 처 : 관할 자치구 보건소 및 구청 사회복지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어르

신의 건강 위험 요인을 알

려드리고, 만성질환을 일

찍 발견하여 관리해 드리

고자 합니다. 

문의처  건강증진과 (2133-758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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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건소 진료실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약제비가 1만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1건당 1,200원 지원

○ 진행절차

•보건소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대상자 원외약국 조제 시 약국에서 보건소로 약제비 청구

•적정 여부 검토 후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약제비 지급

※ 별도의 약제비 지원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문 의 처 : 관할 자치구 보건소

보건소

진료

처방전

발행

원외약국

약 조제

조제비청구

(약국→

보건소)

적정청구

여부검토

(보건소)

조제비지급

(보건소→

약국)

▶ ▶ ▶ ▶ ▶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41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들께 원외약국 조제비 본

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5+

문의처  건강증진과(2133-7584), 각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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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지원내용

○ 부분틀니 및 완전틀니 장착 및 사후관리

○ 신청기관 : 관할 자치구 보건소

어르신 의치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42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에게 부분

틀니 또는 완전 틀니를 시

술하여 드립니다. 시술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해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꾸준히 돕

겠습니다.

65+

문의처  건강증진과 (2133-7581), 각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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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접종기간 : 독감(매년 9월 말 ~12월), 폐렴구균(연중)

○ 접종대상 : 독감(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접종방법

•독감 접종 : 매년 1회 접종

•폐렴구균 접종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평생 한번만 접종

○ 접종기관 및 문의처 : 관할 자치구 보건소

인플루엔자(독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43

어르신들에게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해 드려 감염병을 예방하

고, 비용부담을 덜어드려 

건강한 여생을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5+

문의처  생활보건과 (2133-7664), 각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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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력 저하로 실종 위험

이 누구보다 높은 치매 어

르신께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급하여 가족들의 불안감

을 없애 드립니다. 치매 어

르신이 계신 곳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보호자가 비상호출(SOS)을 

해서 음성통화나 현장음을 

자동 청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거주 치매어르신 중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등록 환자

○ 이용요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무료(단말기, 통신료 전액지원)

•그  외 : 월 9,900(단말기는 서울시에서 무료 지원)

○ 이용자 교육 실시

•교육일정 : 연 2회(4월, 9월 예정)

•교육장소 :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서비스내용

• 치매어르신 실시간 위치확인,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휴대전화 묻기)

•비상호출 및 비상통화 (SOS 비상호출, 음성통화, 현장음 자동 청취)

○ 신청기관 : 25개 치매지원센터

치매노인 
배회·실종 

U-서울안전
서비스

4460+

문의처  공간정보담당관 (2133-2859), 각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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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거주 60세 어르신

○ 사업내용 

•치매 선별 및 정밀검진(검진비용 : 무료)

•저소득층(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교육, 조호물품 지원 

•배회어르신 실종방지 인식표 무료 배부

○ 신청기관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운영

45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어르

신들의 치매 예방, 조기 발

견, 재활 치료를 돕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단계별 체

계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

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사

업은 어르신과 가족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60+

문의처  건강증진과 (2133-7586), 각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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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지원센터 현황

번호 자치구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1 종로구 종로구치매지원센터 3675-9001 평창문화로 50

2 중  구 중구치매지원센테 2238-3400 퇴계로 12길 17

3 용산구 용산구치매지원센터 790-1541 녹사평대로 150

4 성동구 성동구치매지원센터 499-8071 서울숲길 54(2층)

5 광진구 광진구치매지원센터 450-1381 긴고랑로 110 

6 동대문구 동대문구치매지원센터 957-3062 홍은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1층

7 중랑구 중랑구치매지원센터 435-7540 동일로 608(2,3층)

8 성북구 성북구치매지원센터 918-2223 화랑로 63(5층)

9 강북구 강북구치매지원센터 991-9830 한천로 1202

10 도봉구 도봉구치매지원센터 955-3591 마들로 650(4층)

11 노원구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노해로 437 노원구청 증축청사

12 은평구 은평구치매지원센터 388-8233 연서로 34길 11 은평보건분소

13 서대문구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379-0183 연희로 290

14 마포구 마포구치매지원센터 3272-1578 대흥로 122

15 양천구 양천구치매지원센터 2698-8680 가로공원로 146(3층)

16 강서구 강서구치매지원센터 3663-0943 화곡로 371 경향교회회관 3층

17 구로구 구로구치매지원센터 2612-7041 경인로 397(4층)

18 금천구 금천구치매지원센터 3281-9082 시흥대로 123길 11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831-0855 당산로 29길 9

20 동작구 동작구치매지원센터 598-6088 남부순환로 340길15

21 관악구 관악구치매지원센터 879-4934 관악로 145(3,4층)

22 서초구 서초구치매지원센터 591-1833 남부순환로 340길15

23 강남구 강남구치매지원센터 568-4206 선릉로 108길 27

24 송파구 송파구치매지원센터 425-1694 충민로 184(1층)

25 강동구 강동구치매지원센터 489-1130 성내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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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 수술대상 질환자

•백 내 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기     타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신청방법

○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어르신 개안
수술 지원

46

어르신들의 생활을 불편하

게 하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을 미리 발견하

여 치료해 드림으로써 어

르신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

력을 지켜 드립니다.

60+

문의처  건강증진과 (2133-7584), 각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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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

○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

•기본건강관리 : 위생, 영양, 요실금 관리, 구강위생관리 등

•기능증진을 위한 관절구축 예방운동 및 낙상, 안전관리 교육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 건강관리 교육,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의 처 : 관할 자치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47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

한 어르신들께 보건소 간

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

환을 관리해 드리고 합병

증 예방을 위해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또한 관

절 기능 증진을 위한 관

절구축 예방운동과 낙상, 

안전관리 교육도 진행합

니다.

60+

문의처  건강증진과 (2133-7584), 각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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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관련 주요 연락처 및 홈페이지

자치구 어르신 담당부서 현황

자치구 보건소 현황

치매지원센터 현황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소규모 복지센터 현황

노인요양시설 현황

연령별 지원 사업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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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관련 주요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서울시청(http://welfare.seoul.go.kr)

○ 다산콜센터 : 120

○ 어르신복지과 : 2133-7408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 2133-7421

•어르신 일자리 : 2133-7412

•경로당 : 2133-7407

•노인종합복지관 : 2133-7416

•노인요양시설 : 2133-7427

•재가노인복지시설 : 2133-7419

○ 건강증진과 : 2133-7586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콜센터 : 129

○ 노인정책과 : 044-202-3462

○ 노인지원과 : 044-202-3477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503

○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7

○ 기초노령연금과 : 044-202-367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콜센터 :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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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어르신 담당부서 현황

번호 자치구 부서명 전화번호 자치구 홈페이지

1 종로구 가정복지과 2148-2522 http://www.jongno.go.kr

2 중구 사회복지과 3396-5362 http://www.junggu.seoul.kr

3 용산구 사회복지과 2199-7106 http://www.yongsan.go.kr

4 성동구 노인청소년과 2286-5871 http://www.sd.go.kr

5 광진구 사회복지과 450-7553 http://www.gwangjin.go.kr

6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 2127-4250 http://www.ddm.go.kr

7 중랑구 사회복지과 2094-1702 http://www.jungnang.seoul.kr

8 성북구 어르신사회복지과 920-4378 http://www.seongbuk.go.kr

9 강북구 노인복지과 901-6713 http://www.gangbuk.go.kr

10 도봉구 노인장애인과 2091-3054 http://www.dobong.go.kr

11 노원구 어르신복지과 2116-3747 http://www.nowon.kr

12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351-7163 http://www.ep.go.kr

13 서대문구 어르신청소년과 330-1271 http://www.sdm.go.kr

14 마포구 사회복지과 3153-8862 http://www.mapo.go.kr

15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 2620-3360 http://www.yangcheon.go.kr

16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 2600-6716 http://www.gangseo.seoul.kr

17 구로구 노인청소년과 860-2821 http://www.guro.go.kr

18 금천구 사회복지과 2627-1392 http://www.geumcheon.go.kr

19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2670-3401 http://www.ydp.go.kr

20 동작구 노인복지과 820-9704 http://www.dongjak.go.kr

2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 879-6153 http://www.gwanak.go.kr

22 서초구 사회복지과 2155-6681 http://www.seocho.go.kr

23 강남구 노인복지과 3423-5913 http://www.gangnam.go.kr

24 송파구 노인청소년과 2147-2933 http://www.songpa.go.kr

25 강동구 어르신청소년과 3425-5712 http://www.gangd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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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보건소 현황

번호 자치구 주소 전화번호

1 종로구 보건소 종로구 자하문로19길 2148-3520

2 중구 보건소 중구 다산로 39길 16 3396-5555

3 용산구 보건소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2199-8012

4 성동구 보건소 성동구 홍익동 16-15 2286-7000

5 광진구 보건소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450-1422

6 동대문구 보건소 동대문구 용두동 39-9호 2127-5365

7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 봉화산로179(신내동) 2094-0710

8 성북구 보건소 성북구 보건소 1길 10 920-1971

9 강북구 보건소 강북구 번2동 232 901-7600

10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 방학로3길117(쌍문동) 2091-4600

11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 노해로 437 2116-3115

12 은평구 보건소 은평구 은평로195(녹번동) 351-8114

13 서대문구 보건소 서대문구 연희로242 330-1801

14 마포구 보건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153-9020

15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신정6동 321-5 2620-3114

16 강서구 보건소 강서구 공항대로 561 2600-5800

17 구로구 보건소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 860-2266

18 금천구 보건소 금천구 시흥동 1020 2627-2422

19 영등포구 보건소 영등포구 당산로123 2670-3114

20 동작구 보건소 동작구 상도2동 176-3 820-1423

21 관악구 보건소 관악구 관악로 145 881-5515

22 서초구 보건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2155-8114

23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삼성동 66번지 3423-7200

24 송파구 보건소 송파구 신천동 29-5 2147-3450

25 강동구 보건소 강동구 성내로45 342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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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센터 현황
번호 자치구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1 종로구 종로구치매지원센터 3675-9001 평창문화로 50

2 중구 중구치매지원센테 2238-3400 퇴계로 12길 17

3 용산구 용산구치매지원센터 790-1541 녹사평대로 150

4 성동구 성동구치매지원센터 499-8071 서울숲길 54(2층)

5 광진구 광진구치매지원센터 450-1381 긴고랑로 110 

6 동대문구 동대문치매구지원센터 957-3062 홍은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1층

7 중랑구 중랑구치매지원센터 435-7540 동일로 608(2,3층)

8 성북구 성북구치매지원센터 918-2223 화랑로 63(5층)

9 강북구 강북구치매지원센터 991-9830 한천로 1202

10 도봉구 도봉구치매지원센터 955-3591 마들로 650(4층)

11 노원구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노해로 437 노원구청 증축청사

12 은평구 은평구치매지원센터 388-8233 연서로 34길 11 은평보건분소

13 서대문구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379-0183 연희로 290

14 마포구 마포구치매지원센터 3272-1578 대흥로 122

15 양천구 양천구치매지원센터 2698-8680 가로공원로 146(3층)

16 강서구 강서구치매지원센터 3663-0943 화곡로 371 경향교회회관 3층

17 구로구 구로구치매지원센터 2612-7041 경인로 397(4층)

18 금천구 금천구치매지원센터 3281-9082 시흥대로 123길 11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831-0855 당산로 29길 9

20 동작구 동작구치매지원센터 598-6088 남부순환로 340길15

21 관악구 관악구치매지원센터 879-4934 관악로 145(3,4층)

22 서초구 서초구치매지원센터 591-1833 남부순환로 340길15

23 강남구 강남구치매지원센터 568-4206 선릉로 108길 27

24 송파구 송파구치매지원센터 425-1694 충민로 184(1층)

25 강동구 강동구치매지원센터 489-1130 성내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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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 현황

번호 자치구 구분 시설명 전화번호(02) 홈페이지

1

종로구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739-9501 http://www.seoulnoin.or.kr

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742-9500 http://www.jongnonoin.or.kr

3 중구 구립 약수노인종합복지관 2234-3515 http://www.yssenior.co.kr

4 용산구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794-6100 http://www.ysnoin.or.kr

5 성동구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298-5117 http://www.sdsenior.or.kr

6 광진구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466-6242 http://www.gjsenior.or.kr

7 동대문구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963-0565 http://www.happysenior.or.kr

8

중랑구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493-9966 http://www.eorsin.com

9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 3421-4800 http://www.shinnaesenior.or.kr

10 성북구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929-7950 http://www.sbnoin.or.kr

11 강북구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999-9179 http://www.gswc.or.kr

12 도봉구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993-9900 http://www.dobongnoin.or.kr

13 노원구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948-8540 http://www.nowonsenior.or.kr

14 은평구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385-1351 http://www.ep-silver.org

15 서대문구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363-9988 http://www.sdmseni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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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치구 구분 시설명 전화번호(02) 홈페이지

15 서대문구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363-9988 http://www.sdmsenior.or.kr

16 마포구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333-1040 http://www.senior21.or.kr

17 양천구 구립 양천노인종합복지관 2649-4848 http://www.ycnoin.org

18 강서구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3664-0322 http://www.gangseosenior.or.kr

19 구로구 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838-4600 http://www.gurosenior.or.kr

20 금천구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804-4058 http://www.hello-senior.or.kr

21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2068-5326 http://www.silverwelfare.or.kr

22 동작구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823-0064 http://www.djsw.or.kr

23 관악구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888-6144 http://noinjigi.org

24

서초구

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578-1515 http://www.seochosenior.org

25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581-7992 http://www.bbsenior.org

26

강남구

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549-7070 http://www.gnsenior.org

27 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541-0226 http://www.nonhyunsenior.org

28 송파구 구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2203-9400 http://www.song-pa.or.kr

29

강동구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442-1026 http://www.gdsw.or.kr

30 시립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481-2217 http://www.skjseni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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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현황

번호 자치구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1 용산 청파노인복지센터 703-6011 청파로83길 26

2 성동구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6925-0456 마장로 141

3 중랑구 중화경로복지관 436-1390 동일로138길 28

4

성북구

정릉실버복지센터 916-0204 솔샘로 8

5 장위실버복지센터 913-3369 장위로46길 57

6 상월곡실버복지센터 963-1082 화랑로18길 6

7 석관실버복지센터 957-9923 화랑로32길 88

8 강북구 삼양종합복지센터 945-1306 삼양로47길 9

9

도봉구

쌍문동노인복지센터 900-4641 우이천로 363

10 방학동노인복지센터 3491-4651 시부롱로15라길 59-9

11 창동노인복지센터 906-2968 덕릉로60차길 6

12 도봉동노인복지센터 3491-3356 도봉로169가길 52

13 노원구 공릉노인복지센터 948-6274 공릉로 129

14

은평구

역촌노인복지센터 385-9500 연서로3나길 11-30

15 갈현노인복지센터 357-2640 통일로89길 12-6

16 응암노인복지센터 355-2997 응암로21가길 5-1

17 불광노인복지센터 385-3222 연서로32길 17-11

18 신사노인복지센터 302-0303 증산로15길 47

19

서대문구

창천노인복지센터 364-0314 연세로2나길 61

20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3143-7779 홍제천로2길 111

21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376-5042 증가로20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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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치구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22

마포구

우리마포노인복지센터 358-1000 신촌로26길 10

23 아현실버문화센터 312-2161 환일길 3

24

강서구

화곡노인복지센터 2605-6900 월정로30길 96

25 연지노인복지센터 2605-7501 화곡로58길 30-7

26 봉제산노인복지센터 2605-1553 초록마을로15길 12

27 강서구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2699-8264 강서로5길 50

28 구로구 온수 노인복지회관 3666-8750 부일로9길 111

29 금천구 금천호암복지센터 853-7203 독산로72길 86-5

30 동작구 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580-2405 남부순환로 2081

31 서초구 중앙노인종합복지관 3474-6080 서초대로54길 45

32

강남구

역삼노인복지센터 501-5674 도곡로27길 27

33 압구정노인복지센터 548-9898 도산대로53길 5

34 대치노인복지센터 564-0108 역삼로69길 22

35 강남시니어프라자 554-5479 봉은사로 332

36

송파구

송파복지센터 415-0056 충민로 184

37 송파시니어복지센터 413-9999  백제고분로42길 5

38 강동구 구립해공노인복지관 478-0601 천중로17길 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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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현황

번호 자치구 시설명
설치
주체

정원 주소 전화번호

1 중구 남산실버복지센터 구립 10 중구 동호로5길189(신당동) 2238-9941

2 중구 대한적십사자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구립 60 중구 필동로96(장충동2가) 2277-3456

3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구립 91 효창원로93길 51 715-5540

4 용산구 구립한남노인요양원 구립 81 독서당로 103 790-8999

5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 296 성동구 마장로 23길 8(홍익동) 3407-2700

6 광진구 광진노인요양센터 시립 26 광진구 군자로 88, 4층(군자동) 466-6248

7 중랑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시립 165 중랑구 양원역로 38(망우동) 437-0144

8 강북구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구립 100 강북구 오패산로 290(미아동) 984-0300

9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구립 119 방학동 시루봉로 133 955-6080

10 노원구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 258 노원구 섬밭로 313 3399-7500

11 노원구 구립하계실버센터 구립 76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석로4 975-9555

12 서대문구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구립 78 서대문구 홍지문2길 59 392-3080

13 서대문구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시립 24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천연동) 363-9915

14 서대문구 홍은노인요양시설 구립 21 홍은중앙로9길21 391-1355

15 서대문구 연희노인요양센터 구립 10 서대문구 성산로 271 333-9910

16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 270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376-0472

17 마포구 마포노인복지센터 구립 14 마포구 공덕동 26-12 719-3633

18 양천구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 시립 21 양천구 신목로 10 (신정동) 2643-6645

19 양천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병설 
양천어르신요양센터

구립 17 양천구 목동로3길 106 (신정동) 2649-8836

20 양천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구립 80 양천구 신월로 26 (신정동) 269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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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치구 시설명
설치
주체

정원 주소 전화번호

21 금천구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구립 72 금천구 금하로 764 2068-7522

22 영등포구 서울시립 엘림전문요양원 시립 190 영등포구 고산로 589(산본동) 031-390-3901

23 영등포구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구립 65 영등포구 도림로 482(문래동3가) 2637-3962

24 영등포구 구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구립 16 영등포구 가마산로 514(신길동) 846-3960

25 동작구 동작실버센터 구립 56 동작구 노량진로 32길 53(본동) 821-8600

26 동작구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시립 92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 031-323-5705

27 관악구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병설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

시립 23 관악구 보라매로 35 888-6958

28 강남구
구립역삼노인복지센터 부설 
역삼노인요양센터

구립 14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501-5684

29 강남구 강남실버센터 구립 20 강남구 삼성로 628 549-7133

30 강남구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센터

구립 29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541-0226

31 송파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구립 130 송파구 충민로 184 415-0056

32 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시립 90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7
(삼전동)

2202-9179

33 송파구 송파치매케어센터 구립 28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1
(삼전동)

2203-9401

34 강동구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시립 25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2동 48-10)

426-2041

35 서초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구립 200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21(서초동) 597-5008

36 서초구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구립 29 서초구 반포대로22길61(서초동) 582-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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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사업 분류표

분야 사업명
찾아가기
(페이지)

비고

일자리 및 소득
01. 기초노령연금 07

02. 어르신 일자리 지원 08  ※ 예외: 60세 이상 지원 가능

사회참여

08.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19

09.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지원 20

10. 어르신 실버농장 운영 22

11.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23

여가 및 문화 21. 경로당 활성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39

돌봄 및 요양

30. 노인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7

31. 노인돌봄서비스 58

32. 노인 장기요양보험 60

33.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62

34.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63  ※ 예외: 60세 이상 지원 가능

35. 노인양로시설ㆍ공동생활가정 운영 64  ※ 예외: 60세 이상 지원 가능

36. 노인요양시설ㆍ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65

37.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66

건강관리

40. 어르신 건강 검진 73

41.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74

42. 어르신 의치(틀니)시술 및 사후 관리 75

43. 인플루엔자(독감), 페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76

분야 사업명
찾아가기
(페이지)

비고

사회참여

12. 죽음준비(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24

13. 찾아가는 어르신 법률상담 서비스 25

14. 어르신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26

여가 및 문화
22.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41

23.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 44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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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분야 사업명
찾아가기
(페이지)

비고

여가 및 문화

24.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47

25.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운영 48

26. 서울 노인영화제 개최 49

29. 저소득 어르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52

돌봄 및 요양
38. 서울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68

39. 어르신 학대 예방 69

건강관리

44. 치매노인 배회ㆍ실종 U-서울안전서비스 77

45. 치매지원센터 운영 78

46.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 80

47.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81

분야 사업명
찾아가기
(페이지)

비고

일자리 및 소득
03. 고령자 취업 알선 지원 10

04. DDP컨시어즈(어른전문직) 모집 11

사회참여 15. 어르신 정보화 교육 28

여가 및 문화
27. 어르신 실버영화관 운영 50

28.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연극 교육 51

분야 사업명
찾아가기
(페이지)

비고

일자리 및 소득

05.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 개최 12

06. 중소기업 시니어 인턴십 지원 13

07. 시니어 비즈니스 센터 운영 14

사회참여

16.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29

17. 서울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30

18. 서울 영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 31

19. 어르신 시니어기자단 운영 34

20. 서울시니어포털(50+서울) 운영 35

50+

5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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