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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V. 부 록

116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함께 키우는 우리동네01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영등포구청 월~금 09:00~18:00 당산로 123 02-2670-3114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금 09:00~18:00 신길로40길 5 02-833-6022

영등포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월~금 09:00~18:00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2678-2193

  자치구청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월~금 09:00~20:00 신길로 13길 4 02-845-533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월~토 09:00~18:00
영등포로84길 

24-5
02-831-2755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월~금 09:00~18:00 버드나루로 22 02-3667-7979

영등포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월~금 09:00~18:00 영등포로 146 4층 02-2069-0328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월~금 09:00~18:00 영중로27길 3 02-6264-8846

  사회복지관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영등포문화원 09:00~18:00 신길로 275 02-846-0155

영등포 아트홀 09:00~20:00
국회대로 596

영등포구민회관
02-2670-4081

서울시립문래청소년

수련관
07:00~21:00 문래로 110 02-2167-0100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월~금 

(하교~18:30)

방학중 월~금 

(10:00~18:30)

신길로 93 02-844-0513

영등포청소년

문화의집

화~금 09:00~21:00

휴관(월, 법정공휴일)
영등포로 64길 15 02-836-2145

라라랜드

화~금 13:00~21:00

토 10:00~18:00

휴관 

(일, 월, 법정공휴일)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지하1층
070-4170-1510

  유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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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언더랜드

화~금 13:00~21:00

토 10:00~18:00

휴관 

(일, 월, 법정공휴일)

여의도동 5  

롯데캐슬아이비 앞 

지하보도

02-3775-4041

선유다락

화~금 13:00~21:00

토 10:00~18:00

휴관 

(일, 월, 법정공휴일)

양평로 22길 21 

(선유도 코오롱 

디지털타워)  

지하2층 207호

070-4473-6705

문래, 날다

화~토 09:00~18:00

휴관 

(일, 월, 법정공휴일)

도림로 445 3층 02-3667-6561

대림플레이

화~금 13:00~21:00

토 10:00~18:00

휴관 

(일, 월, 법정공휴일)

디지털로 450 

주님의교회 2층
070-4100-656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09:00~18:00 영신로 200 02-2677-9220

하자센터 서울시립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월~토 10:00~22:00

일 10:00~19:00
영신로 200 02-2677-9200

YDP 창의예술교육센터

화~금 11:00~20:00

토 11:00~19:00

휴관 

(일, 월, 법정공휴일)

양평로20길 8-1 

YDP 창의예술교육

센터

02-3667-9060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화~금 09:00~21:00

토~일 09:00~18:00

휴관(월)

영등포로64길 15 02-836-2145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월~토 10:00~19:00

휴관(일, 법정공휴일)
대림로21길 11 02-2670-1636~7

키움센터 1호점

(영등포본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9:00~19:00

방학중 월~금 

08:00~19:00

신길로 60길 31-2 

3층
070-8808-8816

키움센터 2호점

(당산1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8:00~19:00

방학중 월~금 

08:00~19:00

당산로29길 9 1층 02-2632-1612

키움센터 3호점

(대림1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9:00~20:00

방학중 월~금 

09:00~19:00

시흥대로 183길 

9-2 2층
02-842-1612

키움센터 4호점

(문래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8:00~19:00

방학중 월~금 

08:00~19:00

선유로 63  

동산타워 2층
070-8834-1612

  유관 공공기관



V. 부 록

118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키움센터 5호점

(여의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11:00~19:00

방학중 월~금 

08:00~19:00

여의대방로 386 

진주상가4층  

404호

070-8872-1612

키움센터 6호점

(영등포본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9:00~19:00

방학중 월~금 

09:00~19:00

도림로112길  

21-15, 2층
070-8822-1612

키움센터 7호점

(당산2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8:00~19:00

방학중 월~금 

08:00~19:00

국회대로37길 19 02-2068-2550

키움센터 8호점

(신길1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11:00~20:00

방학중 월~금 

09:00~19:00

도신로 54길  

15-12
02-835-2572

키움센터 9호점

(대림3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11:00~20:00

방학중 월~금 

09:00~19:00

대림로 41길 18 02-848-1612

키움센터 10호점

(신길5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09:00~19:00

방학중 월~금 

09:00~19:00

신길로 29길 5 02-835-1612

키움센터 11호점

(영등포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10:00~19:00

방학중 월~금 

09:00~19:00

버드나루로7길 16 02-2633-1612

키움센터 12호점

(신길7동 아이랜드)

학기중 월~금 

11:00~20:00

방학중 월~금 

09:00~19:00

여의대방로43길 

7-5
02-846-1612

  유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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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영등포본동 신길로61길 17 02-2670-1049

영등포동 영등포로53길 22 02-2670-1450

여의도 국제금융로 124 02-2670-1451

당산1동 양산로23길 11 02-2670-1452

당산2동 당산로41가길 7 02-2670-1453

도림동 도영로7길 10 02-2670-1454

문래동 문래로28길 15 02-2670-1189

양평1동 영등포로11길 12 02-2670-1455

양평2동 선유로47길 30 02-2670-1233

신길1동 영등포로84길 24-5 02-2670-1259

신길3동 신길로41라길 13-8 02-2670-1456

신길4동 신길로42길 1 02-2670-1299

신길5동 도림로264 02-2670-1457

신길6동 대방천로 258 3층, 4층 02-2670-1458

신길7동 여의대방로43길 10 02-2670-1459

대림1동 디지털로 441 02-2670-1460

대림2동 대림로23길 25 02-2670-1419

대림3동 대림로 197 02-2670-1444

  동주민센터



V. 부 록

120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건강한 우리동네02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영등포구보건소 월~금 09:00~18:00 당산로 123 02-2670-3114

영등포구보건소분소 월~금 09:00~18:00 디지털로 441 02-2670-4858

  보건소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대우명소아과의원
월~금 09:00~19:00

토 09:00~15:00
도신로29길 28 2층 02-844-0690

아란태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선유로64 2-5 7층 02-2630-6610

제미수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30

토 09:00~14:00

신풍로93 메트하임 

3층 306호
02-846-1977

우리연합내과 

소아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선유로70  

우리벤처타운2 

203호

02-782-0999

최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목, 금 

09:00~18:30

수, 토 09:00~13:00

여의대방로417  

대교에이상가  

205호

02-761-7707

박진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목, 금 

09:00~18:00

수 09:00~13:00

토 08:30~12:00

대림로157 02-846-1675

아이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20:00

토 09:00~15:00
양평로32 누가빌딩 02-2068-5111

김영준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9:00

토 09:00~14:00
가마산로582 02-832-9925

삼성드림 

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수, 금 

09:00~18:00

목, 토 09:00~13:00

선유로76  

동국메뜨리앙  

301호

02-2636-0275

아람연세 

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목, 금 

09:00~18:00

수 09:00~13:00

토 09:00~14:00

양평로127 201호 02-2635-5275

연세우리 

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수, 금 

09:00~19:00

토 09:00~14:00

선유로70  

우리벤처타운2 

209호

02-2671-3302

  영유아 일반 

건강검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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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윤민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50

토 09:00~14:00

공휴일 09:00~13:00 

둘째, 넷째주 목 휴진

도신로90 3층 02-843-3100

킴앤리소아청소년과
월~금 09:00~18:30

토 09:00~15:00

선유로59  

문래아카데미  

402호

02-2677-7575

웃는아이 

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목, 금 

08:30~18:00

수, 토 08:30~13:00

도신로29사길 1  

2층
02-831-8900

정해익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신길로42 02-844-3866

삼성키즈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신풍로77 A동 109 02-833-5575

로뎀나무내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영신로 259 1층 02-2678-7482

림스내과의원
월~금 08:30~18:00

토 08:30~13:00
여의대방로 83 2층 02-836-8882

베토벤 

이비인후과의원

월, 화, 수, 금 

08:30~19:00

목 14:00~19:00

토 09:00~14:00

양평로 22 3층 02-2636-7734

아산키즈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30

토 09:00~13:00

신길로28길 9  

힐스테이트클래시

안상가 204호

02-833-5275

여의도서울의원 월~금 09:00~18:00
여의대로 24 지하

115호
02-782-0051

연세부영 

가정의학과의원

월~금 09:00~19:00

토 09:00~13:00

가마산로 439-1  

2층
02-846-0308

연세오앤킴의원

월, 화, 목, 금 

09:30~18:30

수 09:30~13:00

토 09:30~13:00

당산로 34 401호 02-2638-0045

이강원 

이비인후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매월 마지막 토 휴진

영신로 238 301호 02-2636-5222

열린마음의원
월~금 09:00~19:00

토 09:00~14:00

영신로19길 23  

2층 202호
02-836-7582

명소아청소년과의원 

월, 화, 수, 금 

09:00~18:00

목 09:00~13:00

토 09:00~14:00

도림로38길 4 2층 02-836-1676

  영유아 일반 

건강검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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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사람사랑치과의원

월~금 09:30~18:30

점심시간 12:30~13:30

토 09:00~14:00

여의대방로95  

태창빌딩
02-845-7577

키즈웰치과

월~금 09:30~18:00

점심시간 13:00~14:00

토 09:00~14:00

양평로24  

수정빌딩 3층
02-2634-7522

키즈앤패밀리치과

월~금 09:30~17:00

점심시간 12:30~14:00

토 09:30~12:00

도림로190  

주영빌딩 3층
02-831-0079

새싹사랑치과의원

월~금 10:00~18:30

점심시간 13:00~14:00

토 09:30~15:00

여의대방로25

보라매경남아너스

빌상가 206호

02-841-2879

서울아이사랑치과의원

월, 화, 수, 금 

10:00~18:00

목 10:00~17:00

점심시간 12:50~14:00

토 09:30~14:00

신길로 147 3층 02-842-1900

  어린이치과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24시 버드나무로7길 12 02-2639-555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24시 신길로1
02-829-5119, 

5129

여의도성모병원 24시 영등포구63로 10

1661-7575

02-3779-1199  

응급

대림성모병원 24시 시흥대로657 02-829-9129

성애의료원 성애병원 24시
여의대방로53길 

22
02-840-7115

씨엠충무병원 24시 영등포로36길 13 1600-8082

한강수병원 24시 영등포로83 02-2063-8412

명지성모병원 24시 도림로156 02-829-7800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24시 당산로31길 10 02-2632-0013

  야간진료 및 

24시간진료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연세센트럴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9:30

토, 일 09:00~13:00

국회대로50길 20 

211호
02-2633-7742

최하주 

소아청소년과의원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신길로 28 4층 02-836-8275

  영유아 일반 

건강검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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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24시(소아응급가능) 버드나무로7길 12 02-2639-555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24시(소아응급가능) 신길로1
02-829-5119, 

5129

여의도성모병원 24시(소아응급가능) 영등포구63로 10

1661-7575

02-3779-1199  

응급

한강수병원 24시(소아응급가능) 영등포로83 02-2063-8412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같이심리상담센터 월~금 10:00~21:00
양산로128  

백양빌딩 501호
02-2679-1911

여의도가족상담센터
월~토 10:00~21:00

(예약 10:00~18:00)

여의대방로65길 

10, 608호  

유니온타워

02-782-0150

서울아동상담센터
월~금 09:00~19:00

토 09:00~13:00

가마산로 582  

명빌딩 4층
02-846-7942

다움심리상담센터
월~금 10:00~19:00

토 10:00~16:00

양평로16  

대정프라자 

603, 604호

02-2672-1377

신숙재심리상담연구소
월~금 10:00~19:00

토 10:00~17:00

영신로259  

호산당빌딩 4층
02-2635-1137

하나아동발달센터
월~금 09:30~19:00

토 10:00~15:00

여의대방로11  

방주빌딩 7층
02-886-1549

최정금 학습클리닉
월~목 14:00~20:00

토 13:00~18:00

양평로67  

한강포스빌 303호
02-2631-9007

영등포아동가족상담센터 월~금 09:00~18:00

신길로13길 4

영등포종합 

사회복지관

02-845-1272

우리아이 학습 

심리상담센터

월~금 11:00~20:00

토 09:30~15:30

선유로76 동국메뜨

리앙 5층
02-836-3337

힐마인드언어심리상담센터

월~금 11:00~20:00

토, 일 11:00~17:00

(예약필수)

당산로44길 3  

701호 삼성타운  

7층

02-2655-1048

함께 하는 우리 연구소 월~금 12:00~20:00

당산로44길 3  

704호 삼성타운  

7층

02-2676-2052

  발달센터,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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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이용시간 주소 전화번호

힘찬약국 

월~토, 공휴일 

08:30~19:00

일 08:30~18:00

디지털로37길 9-5 02-2062-7789

드림약국 
월~일, 공휴일 

10:30~22:00

영중로15 

타임스퀘어  

지하1층 122호

02-2068-1636

한중약국 
월~일, 공휴일 

09:00~21:00 

도림로 144  

88월드타워 104호
02-849-5400

365열린약국 
월~일, 공휴일 

09:00~23:00

영중로119  

리마크빌 204-2호
02-2633-2800

온누리대광약국 
월~금 09:00~21:00

토, 일 09:00~18:00
도림로38길 4 02-849-1330

정안약국 
월~일, 공휴일 

08:30~20:30 

여의대방로35길 

36
02-843-0356

신길프라자약국 

월~금 09:00~20:00

토 09:00~15:00

일, 공휴일 

09:00~13:00

도신로120  

신영빌딩1층
02-845-1524

선화온누리약국 

월~토 10:00~21:00

일 13:00~21:00

공휴일 12:00~21:00

도신로58길 17 02-833-7998

신세명약국 
월~토 08:30~21:00

공휴일 08:30~22:00
도림로 208 101호 02-847-3058

타워약국 

월~금 08:30~19:00

토 08:30~14:00

일, 공휴일 

12:00~18:00

영등포구63로 36 

리버타워빌딩  

103호

02-769-1505

바른약국 

월~일, 공휴일 

10:00~22:00 

마트휴무일 휴무

선유로138  

롯데마트 양평점  

지하 1층

02-2633-2267

래미안온누리약국 
월~토 09:00~22:00

일 10:00~17:00

당산로214  

삼성래미안4차  

아파트상가 109-1호

02-2675-5250

세종로약국

365일 공공야간약국

09:00~19:00 

(19시~22시까지 휴식) 

22:00~01:00

여의대방로 197 02-846-0072

윤중약국
월~일, 공휴일 

09:00~21:00 

여의나루로42 여

의도종합상가 1층 

115호

02-780-9036

365마트약국

월~일, 공휴일 

10:00~22:00

마트휴무일 휴무

영중로 125 빅마켓 

영등포점 1층
02-2633-4865

일, 공휴일은 약국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확인 전화 후 방문 필요

  휴일지킴이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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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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