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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센터 (무료/ 사례관리, 동아리 프로그램 이용 가능)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3458-1000

성북구자살예방센터 916-9119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3444-9934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2226-0344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471-3223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985-0222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2600-5926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879-4911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450-1895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861-2284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3281-9314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2116-4591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2091-5223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963-1621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820-4072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3272-4937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3140-8081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2155-8215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2298-1080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2241-6314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2147-5030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2061-8881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2670-4793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2199-8340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351-8680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745-0199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2236-6606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3422-3804

기관명 전화번호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581-8881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68-2333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908-3567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504-4440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897-7787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62-8728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50-8614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1-1771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98-4005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92-5891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2-654-4024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54-3220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73-7511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2-5737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7-0888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16-6661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11-7573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678-5361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9-2989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40-7320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770-3526

여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886-3435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832-8106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74-8680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286-0949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58-0682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28-4567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637-2330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42-2117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658-9818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32-1655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0-6558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69-2892

D   정신재활기관 서울 · 경기
04933 서울광진구 용마산로127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사업팀  수정일: 2020. 7. 13.

주요전화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예약  02-2204-0114 사회사업팀 02-2204-0266

정신건강상담 1577-0199 보건복지상담 129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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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정보

  1) 의료비 부담

  2) 장애등록

  3) 장애 의료비 · 검사비 지원 및 복지카드

3. 취업지원제도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국번 없이 1588-1519)

순서 지사명 주소 인근 지하철역 연락처

1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 충무로역/ 명동역 02-6320-7000

2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영등포역/ 신길역 02-6004-1005

3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2층 (현대하이엘) 수원역 031-300-0900

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아크라티움 3층 의정부역 031-850-4500

순서 필요한 서비스 신청기관 전화/홈페이지 기타

1 의료급여제도
등본상 주소지

시·군·구청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 

제시안해도 됨.

2 건강보험 차상위 
부담금 경감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신청절차

→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 신청

→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 신청 가능

순서 서비스명 대상 신청기관 준비물 / 기타

1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거주 

읍·면·동주민센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의 경우), 장애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 장애 3~6급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 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해당자)

3 장애 연금 -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장애발생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4 장애 검사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 
(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의 일부지급 (최대 10만원)

5 장애인 복지카드
- 등록장애인
-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발급대상   
  제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1~5급)에  
대한 발급 여부: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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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성공패키지

  3) 서울시 직업재활기관 (정신장애 회원/복지카드 소지자)

※공감플러스, 꿈꾸는 달팽이, 멋진 월요일, 스롤라인 연합 1달 과정 직업준비 교육 실시 후 외부 취업 연계함

순서 필요한 서비스 신청기관 전화/홈페이지 기타

1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고용안정센터
취업성공패키지

1577-7114  1유형 2유형

서울
(중구,종로,동대문) 02-2004-7301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 납부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건강보험 납부서
   (장년층만)
 - 대학졸업, 제적증명서
   (청년층 대졸자)

서초 02-580-4900

강남 02-3468-4794

동부
(성동,광진,송파,강동) 02-2142-8924 

서부
(용산,마포,서대문,은평) 02-2077-6000

남부
(영등포,강서,양천) 02-2639-2300

북부
(중랑,노원,강북,도봉,성북) 02-2171-1700

관악,구로,금천,동작 02-3282-9200 

2 청년 
일자리카페

1:1 취업상담 
스터디룸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 대상: 만15세~39세 청년  

서울일자리포털홈페이지: job.seoul.go.kr

3 여성인력개발센터 읍∙면∙동 별
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or 인터넷 접수 여성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중랑구 02-3409-1947

4 워크넷 (Worknet) 1588-1519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

5 워크투게더 (Worktogether) 1577-7114 장애인 고용사이트, 장애인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

구 기관명 특화사업 전화 주소

강서구 공감플러스 바리스타 02-3663-2035 강서구 화곡로 61길 130, 3층

구로구
꿈꾸는 
달팽이

프린터 
재생토너 02-855-9135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2차 302호 

금천구 EM실천 인쇄업 02-875-9744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 테크노타운 6차 1004호

노원구 아람마을 인쇄업 02-909-4604 노원구 월계로 338-16

동대문
위드유 임가공,디퓨저 02-2243-1992 동대문구 한천로 424 인월빌딩 4층

데일리스 프린터재생토너 02-2217-0328 동대문구 천호대로 83길 14

성동구 멋진 월요일 재생토너 070-8633-9051 성동구 성덕정길 116 성우빌딩 4층

용산구 스롤라인 꽃집,카페 02-701-5325 용산구 백범로 90길 8

은평구 똘레랑스 베이커리 02-352-2477 은평구 연서로21길 31 지하 1층

종로구 행복일굼터 지하철택배 02-744-9707 종로구 종로43길 9 행복빌딩2/3층

중랑구 조은세상 인쇄, 임가공 02-439-9593 중랑구 동일로 140길 31-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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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우처 및 당사자 활동

4. 서울시 주간재활기관 (낮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수급자 이용료 무료) 

구 기관명 전화 주소
강남 태화해뜨는샘 2040-1780 강남구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층

강동 행복정신건강센터 426-0981 강동구 진황도로 119 4층

강북 푸른존(청소년) 944-5811 강북구 도봉로66길 35, 1층

강서
새벗클럽하우스 3662-9004 강서구 강서로 52길 88 참빛빌딩 3, 4층

한마음세상 2699-7324 강서구 초록마을로 32길 33-18

바우처명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주소 전화

바우처

무지개마을

- 내용: 심리상담, 건강관리, 위기관리,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활동, 가족상담 및 나들이(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주 1회 가정방문 또는 외부활동 동행 

마포역 한신빌딩

701호 무지개마을

사무실:

070-4233-4401

유수정 실장:

바우처

마음사랑

- 1:1 맞춤형 서비스(상담, 위기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서비스 지역: 서울 노원구 외 10개 지역

- 시간: 월 4회 60분

- 비용: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노원구 월계로

 338-16, 2층

070-8279-4604

바우처

한울서비스

사업단

<바우처 서비스>

- 대상: 바우처 지원대상

- 비용: 정부지원금 18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서울(관악구 외 10개 자치구), 

인천(연수구 외 4개 자치구), 

부천(전지역) 

- 주 1회(60분), 월 4회

-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위기지원/ 회복지원 등

<일반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 대상: 서비스를 원하는 누구나

- 비용: 개별 책정

- 서울 및 수도권

-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기간/ 

횟수/ 내용 계획하여 서비스 진행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2 태광빌딩 3층
02-878-9964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 다모아빌딩 404호
070-8632-9964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42로길 26
070-8632-9964

장애인돌봄센터

- 대상: 만 6~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만 65세 이상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 가능

절차보조

파도손

경기다움

- 비자의 입원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 우선

  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하는 사람 중 신청 시 서비스 제공

- 당사자, 주치의, 보호자 신청 가능 (본인 동의 필수)

- 서비스 비용 무료

-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이메일, 팩스, 전화 가능)

- 서비스 내용: 각종 절차지원, 동료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중구 마른내로 4가길 

16-3, 202호

전현진 동료지원가

02-2272-2541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5 상가동 202호
070-7787-7786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조모임,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02-878-9968

kmdpcil@hanmail.net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 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 동료지원가 양성특화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사업

02-2622-8828

peer_supported@

naver.com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권인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자립지원, 역량강화,

  정보제공, IL 네트워크,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070-4035-4340~6

gccil2010@naver.com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지원센터

- 권인옹호, 동료상담, 탈시설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특화사업, 기타사업

02-2608-2979

ycil@ycil.org



- 5 -

5. 서울 · 경기 정신요양원(자의 입소만 가능/ 장기 입소 가능)

6. 주거지원서비스
  1) 임대주택

관악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877-9964 관악구 장군봉길 46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522-4404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4 광일빌딩 4층

소망나무광진 6403-7776 광진구 중곡동 능동로 50길 8 2층

구로구공동희망학교 구로 6739-3500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50, 2층

노원희망공간이룸
노원

939-4200 노원구 한글비석로 422 대창빌딩 2층

평화정신재활시설 949-0121 노원구 노원로 33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디딤돌정신재활시설도봉 954-2279 도봉구 도당로 27길 47 2층

마인드동대문 3394-5144 동대문구 전농로 38길 35 2층

해오름
마포

323-5765 마포구 망원로 11길 27-54 2층

태화샘솟는집 392-1155 마포구 마포대로 173-20

서대문해벗누리서대문 375-5042 서대문구 모래내로173 서대문복지관 별관3,4층

서초열린세상서초 3477-9817 서초구 신반포로33길22 반포종합복지관 4층

성모 다움성동 2290-3159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복지관 4층 

다함정신건강상담센터성북 926-2172 성북구 보문로 34길 39 백옥빌딩 4층

송파어우러기송파 488-2228 송파구 백제고분로(방이동 110) 446 2층

양천두드림마음건강센터양천 2645-1941 양천구 등촌로 194 4층

대길 푸른초장
영등포

835-8011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14

좋은사람들 845-8880 영등포구 도림로 188-1 3층

에버그린하우스은평 352-0079 은평구 갈현로29길 51, B01호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중랑 2207-9964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65 우주빌딩 4층

시·도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

서울정신요양원 02-2236-144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6-2

영보정신요양원 (의료급여만) 031-323-570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은혜로운집 (의료급여만) 02-3156-6400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61-8

인천
소망의집 032-563-2322 인천시 서구 심곡동 14-7

강화정신요양원 032-933-4578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323-2

경기

박애원 031-977-52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01-1

세광정신요양원 031-332-44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5-3

은혜원 031-351-277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03-8

승우정신요양원 031-373-3895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6-1

동두천요양원 031-865-9820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1

가평꽃동네 031-589-0114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540-1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입주절차
입주신청 (수급자￫지차체)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수급자) → 계약안내 

(LH ￫ 예비입주자) → 임대차 계약체결 → 입주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입주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 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 청약접수 (현장, 인터넷)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 소득/자산 등 소명 → 계약 체결

신청기관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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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전환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여성 1단계 지역사회전환시설 (독립생활 훈련, 쉼터, 최대 6개월, 수급자 차상위 첫달 무료)

여성 2단계 훈련형 공동생활가정 (일상생활훈련, 자립준비, 야간 직원 있음)/ 11개

여성 3단계 거주형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교육 사례관리 중심, 직원1인 밤 9시 퇴근)/17개

여성 4단계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훈련형,거주형 훈련 후/ 취업 회원만 입소 가능)

구 기관명 전화 주소
강동 서울우리집 481-1272 강동구 상일로 25길 7-12 201호

관악
관악좋은집 858-1019 관악구 법원단지 32길 5 3층 201호
꿈꾸는집 877-9974 관악구 당곡 6길 65 201호

광진

동그라미 461-8696 광진구 능동로 43길 30-11, 202호
광진오사랑의집 499-6162 광진구 긴고랑로 36길 57-11 이레하우스 301호
송이네집 472-2727 광진구 능동로 48가길 7-11 3층
우리집 456-6163 광진구 긴고랑로 36길 57-11 이레하우스 202호
아차산소망홈 3425-2033 광진구 천호대로 113길29 102호

노원 새롬마을 934-5060 노원구 동일로 237다길 43 201호
서대문 해비치 3152-3013 서대문구 증가로 24마길 11 102호
송파 하얀마음 425-1274 송파구 석촌호수로 20길 28-1 201호 
양천 아름드리 2696-7725 양천구 남부순환로 59길 16-1 201호

은평
마음자리 070-4082-0454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다길 9, 204호
무지개둥지 353-8048 은평구 연서로 45-2 301호
파란마음 6407-4515 은평구 갈현로 33길 32 201호

구 기관명 전화 주소
강북 소담 997-0444 강북구 한천로 166길 30, 3층

강서그룹홈 2699-7328 강서구 초록마을로 9길 9 201호
강서

예체르하우스 395-5980 강서구 강서로 18아길 25-14

구로
수린목 070-7740-2369 구로구 고척로3길 99 대하쉐르빌 9동 101호
한그루 6213-0314 구로구 서해안로 30길 17, 301호

금천 가득한집      806-8524 금천구 시흥대로 133-7 301호
노원 가온길 6403-7790 노원구 공릉로 58나길 17 2층
동대문 길벗둥지 070-8180-7224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8길 36, 1층

서대문
로뎀나무 376-3415 서대문구 증가로 24마길 19 101호
샹가 2652-8771 서대문구 증가로10길 16-4 302호(미림하이츠빌)

용산 용산새빛 719-3369 용산구 원효로 35길 1-22

종로 다정이네 395-5397 종로구 세검정로 7가길 18 301호
밝은길 070-8286-9554 중랑구 중화동 291-40 2층중랑

시도/구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

강동 이음(여성) 475-1403~4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

도봉 늘푸른집(남성/여성) 3491-6620, 4 도봉구 시루봉로 295-3

은평 새오름터(여성) 3157-0884~5 은평구 연서로22길 4

경기

포천 라온(남성/여성) 031-542-9500 포천시 삼육사로 2029 엘리트빌리지 가동

수원 우리마을(남성/여성) 031-273-0224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43, 영통우리빌 나동

김포 바람숲(남성/여성) 031-989-5556 김포시 대서명로 8번길 21, 형우이즈뷰 나동

기관명 세부 정보 사항

돌봄사랑채

- 1인 1실 02-3409-9444  광진구 아차산로 26길 28 성원하이츠 B동 401호
- 월 이용료 : 10만원(10만원 중 4만원은 개별독립지원금으로 지원, 공과금 및 생활비 별도)
- 자기 스스로 장보기,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해야 함
- 지역사회 내 독립을 원하는 자 및 취업 유지 중인 자(재직 1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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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전환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남성 1단계 지역사회전환시설 (독립생활 훈련, 쉼터, 최대 6개월, 수급자 차상위 첫달 무료) 

  

남성 2단계 훈련형 공동생활가정 (일상생활훈련, 자립준비, 야간직원 있음)/ 18개

남성 3단계 거주형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교육, 사례관리 중심, 직원1인 밤 9시 퇴근)/ 8개

남성 4단계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훈련형, 거주형 훈련 후/ 취업 회원만 입소가능)

구 기관명 전화 주소
강동 맑은샘 6012-7963 강동구 구천면로 28길 21 401호

강서
강서양지 2696-3450 강서구 등촌로 35가길 26 301호

여울목 2605-2176 강서구 화곡로 13길 66-28 301호

광진 가람슬기 444-9145 광진구 천호대로 116길 109 301호

구로
다솜 070-8262-1330 구로구 고척로 10길 9-5, LG베스트빌 302호

아름다운세상 070-8812-7754 구로구 고척로 52라길 11-23

금천 대길엘림 802-9910 금천구 시흥대로 54길 19 301호

도봉 행복한하루 3492-3159 도봉구 시루봉로 15라길 7-7 301호

동대문 도담 3394-5079 동대문구 사가정로258 4층

서대문
한빛하우스 379-8205 서대문구 연희로39다길 20 2층

한마음의집 391-2504 서대문구 연희로 39다길 20 1층

양천

목동하늘샘 2061-1367 양천구 목동중앙남로9길 28-1 201호

하늘소 070-7517-0281 양천구 화곡로 8길 21-4 2층

열린세상 2693-7328 양천구 남부순환로 450 301호

은평 해맑은뜰 389-8324 은평구 갈현로 47길 32-14 101호

중랑

어깨동무 6407-9974 중랑구 동일로 92길 39-21 202호

그린홈 6407-9974 중랑구 동일로 92길 39-21 203호 (면목동)

좋은나무 6407-9974 중랑구 동일로 92길 39-21 201호 (면목동)

구 기관명 전화 주소

관악
리커버리하우스 877-9984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길 116 201호

새로돋는집 872-9961 관악구 대학18길 41, 401호

도봉 예스홈 908-0884 도봉구 우이천로 38나길 53 201호

양천 에벤에셀 070-8236-8098 양천구 지양로 15길 24 101 / 311

성북 한울림 942-1037 성북구 보국문로6길 5-10

은평 해사랑 2695-7328 은평구 연서로 41길 41 301호

중랑
어울림 432-9974 중랑구 용마산로 331-1 강남캐스빌B동 401호 

드림하우스 909-4620 중랑구 망우로 74가길 9 401호

기관명 세부 정보 사항

유쾌한집

- 전화 : 070-8670-7026
- 주소 : 도봉구 도봉산3길 12-4 월튼하우스 401호
- 1인 1실 - 월 이용료 : 3만원, 월 임대료 : 2만5천원~3만원5천원 (식사, 공과금 별도)
* 주거시설 훈련 후, 시설장 추천서와 재직증명서(취업 1개월 이상) 필수

시도/구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

광진 누리봄(남성) 465-7065, 7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도봉 늘푸른집(남성/여성) 3491-6620, 4 도봉구 시루봉로 295-3

성동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노숙인) 2243-9132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경기
포천 라온(남성/여성) 031-542-9500 포천시 삼육사로 2029 엘리트빌리지 가동
수원 우리마을(남성/여성) 031-273-0224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43, 영통우리빌 나동

김포 바람숲(남성/여성) 031-989-5556 김포시 대서명로 8번길 21, 형우이즈뷰 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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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정신재활기관

시군구명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수원시

장안구

마음샘정신재활센터 031-242-087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26-17 이용시설

아람터 031-253-27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38번길34, 뉴골든타
운 8동 201호 주거시설

장안좋은집 031-242-44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08번길 38-14(조원
동, 1층) 주거시설

권선구

홀로서기 031-226-003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21번길 22 주거시설

집으로 070-4177-4868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정조로432 미영A 110-102 주거시설

향기로운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13번길 4 2층 주거시설

행복샘 031-242-674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 102돈105호(세류동
미영A) 주거시설

팔달구

경기다사모 031-256-2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89 2층 이용시설

새봄 031-251-055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0번기 11-1 2층 이용시설

서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7번길 33-1 주거시설

네잎클로버 031-248-99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21번길 34-20 거창아트
빌라 나동 301호 주거시설

영통구
도담도담 031-273-099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30번길 45(망포동 롯

데빌라) 마-102 주거시설

더숲 070-7721-595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290번길 34-5, 201(매
탄동 우주빌라) 주거시설

성남시

중원구 담쟁이 031-735-397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주거시설

수정구 고운누리 031-753-24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93 이용시설

분당구 꿈터 031-786-10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7번길21-1(3층)13612 주거시설

중원구 해솔 031-626-806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성대로 462번길 6, 301호 주거시설

부천시 부천
부천공동희망학교 032-679-1901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40-1 이용시설

동광임파워먼트센터 032-323-3206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191번길 동성프라자 701호 이용시설

용인시 처인구
우리집1 031-335-8473 경기도 용인시 금학로 277번길 8-4 우리집 주거시설

우리집2 031-335-8473 경기도 용인시 금학로 277번길 8-4 우리집 주거시설

안산시 상록구
힐링하우스 031-418-096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2길 7 401호 주거시설

해맑은미소 031-502-17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성호로9안길38 주거시설

평택시
평택

어울림 031-618-7293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 10 동성한아름 아파트 301동 
106호 주거시설

해피하우스 031-657-6223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 59번길 새마을연립마 204 주거시설

나무 031-647-0909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39 대신빌딩 6층 이용시설

송탄 다정다감 070-7567-4528 경기도 평택시 점촌1로6번길 60, 302호 (서정동, 신성
공원빌라) 주거시설

시흥시 시흥 아름다운세상 031-492-9955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466번길 37 이용시설

화성시 화성

길벗 031-226-7951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817-8,라동112호 주거시설

남양집 031-376-0797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68-6, 101호(남양빌라) 주거시설

사랑나눔 070-8223-281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복만터길 72번길 7-18 일주빌
라 1동 101호 주거시설

사랑밭 031-376-5690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661-69(반송동) 주거, 
이용시설

해바라기 031-376-3261 경기도 화성시 남여울1길26-8 3층 주거시설

안성시 안성
동그라미 031-677-106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02-16 주거시설

달팽이의 꿈 031-676-106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02-16 주거시설

오산시 오산

늘푸름 031-373-1900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 59 이용시설

새동네 031-376-9129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72번길14 우성그린빌라 104동 
102호 주거시설

희망집 031-372-5410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8번길 28 라동 102호 주거시설

카프이용센터 031-810-92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 이용시설
고양시 일산

동구 새희망둥지 031-977-97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상지석길 443 주거시설

남양주시 남양주 목화밭 031-595-506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양골2길 11-6, B동 201호 주거시설

의정부시 의정부 이레사회복귀시설 031-856-15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04호 제이에스베네스트 
301호 이용시설

파주시 파주
금촌혜민의집 031-948-119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87, 1동 303호 주거시설

혜민재활의집 031-946-0023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울길 62-17 주거시설

포천시 포천 헤세드하우스 031-541-719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64 주거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