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3일, 고양시와 고양지역 8개 농협(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벽제, 송포, 신도, 원당, 

지도, 한국화훼, 고양축협)이 고양시 생활공구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공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8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생활공구 무상 대여 서비스는 가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가 부담스러

운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인 시민 중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전동예초기는 안전사고를 고려해 상해보험 또는 농

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충전드릴, 사다리, 도배용사다리, 핸드소켓 등 24세트와 전동예초기 16세트 등 시민이 필

요로 하는 생활공구 114종을 구입해 8개 지역 농협에 배부했다.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는 각 농

협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용을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생활공구 대여소 이용안내를 참고해 가까운 사업장에서 대여하

면 된다. 임대 기간은 1박 2일이며 하루를 연장할 수 있다.집안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드라이버나 망치 등  

공구가 필요할 때가 있다.  

구매할까 생각해도  

자주 쓰는 물건들이 아니라  

고민이 된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라면 고양시 생활공구 

대여소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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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공구 대여소 이용안내

임대품목 생활공구 114종

임대기간 1박 2일(1일 연장 가능)

이용대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성인(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

- 전동예초기 대여는 사용 중 안전사고를 고려해  

   필히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여야 함

임대비용 무료

임대장소 지역 농협별

이용절차 임대 사용 신청(신청서 제출) → 임대 사용 작업 →  

  작업 완료 후 반납

생활공구 임대계약 조건 

①  임차인은 생활공구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②  본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③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사용한다.

⑤  사용기간을 준수하고 종료 당일 청소 및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임차인은 임대 사용 중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책임  

변상한다.

⑧  전동예초기 운영에 사용되는 예취 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⑨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지역 농협별 임대사업장 현황 

지역 농협별 주소 전화번호

벽제농협 경제사업소 고양시 덕양구 성현로 682 031-964-2440

송포농협 경제사업소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266번길 350 031-919-9780

신도농협 경제사업소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21번길 179 02-368-1437

원당농협 자재센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68 031-967-1100

일산농협
농기계서비스

종합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66-68 031-904-0253~4

지도농협 본점 지도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 031-974-7591

한국화훼농협 본점 플라워마트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031-910-8053

고양축산농협 친환경사업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번지 031-96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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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계 교육

2 지도농협 생활공구 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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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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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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