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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로당명칭 읍면 리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

1 현경분회(중앙) 현경면 외반4 운해로1604-4 윤성식 452-2530

2 모촌남자 현경면 양학1 모촌길 123 박복규 454-5309

3 모촌여자 현경면 양학1 모촌길121-3 정공임 454-1534

4 양학동 현경면 양학2 양학길206-11 고은석 454-5957

5 신리 현경면 동산1 동산길68 이봉문 452-6645

6 원동산 현경면 동산2 동산길105 정완채 452-6648

7 애북 현경면 동산3 애북길1-1 장영남 453-1362

8 당두 현경면 동산4 당두길19 김영호 452-1985

9 수양동 현경면 동산5 수양동길120-43 박청원 452-2207

10 평산 현경면 평산1 원평산길65 박부근 453-2511

11 평림 현경면 평산2 현경평림길40 박석준 454-3177

12 통정 현경면 평산3 통정길23-3 임종길 453-7130

13 평산4리 현경면 평산4 유수정길34-7 고재복 453-7444

14 반룡 현경면 외반1 외반길13-1 최석인 452-5543

15 화촌 현경면 외반2 화촌길 27 이계선 453-0553

16 조암동 현경면 외반3 조암길53 김성열 45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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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반4리 현경면 외반4 반룡길21 김무웅 452-9873

18 현화1리 현경면 현화1 외현화길18-4 최두식 453-6408

19 청용 현경면 현화2 현화로135 정찬영 453-3343

20 현화 현경면 현화3 내현화길27-9 김경장 453-0356

21 성자동 현경면 현화4 성자동길81 최병윤 453-7240

22 절동 현경면 현화5 절동길2-5 김영기 453-6619

23 노두목 현경면 현화6 장군로257-3 김실 453-5733

24 시목 현경면 해운1 시목길10-1 임병환 453-9707

25 해운동 현경면 해운2 해운동길98 김귀동 453-3415

26 월명촌 현경면 해운3 월명길6 최병열 453-3905

27 후동 현경면 해운4 해운로248-2 박병화 453-4417

28 장군 현경면 해운5 장군로688 김중진 453-5680

29 현경 현경면 송정1 하수장길30-28 정옥길 452-1416

30 송정2리 현경면 송정2리 현해로360 한용규 454-8522

31 수양촌 현경면 수양1 수양촌길70-20 안번일 453-2767

32 석북 현경면 수양2 석북길 86 박종천 -

33 두동 현경면 수양3 팔방길200 - 452-0811

34 새터 현경면 용정1 신촌길24 정기종 453-4613

35 용정 현경면 용정2 봉월로144 김우홍 452-6546

36 월두 현경면 용정3 봉월로399 김옥자 453-5833

37 성재 현경면 용정4 성재길81 안정술 453-3644

38 봉대 현경면 용정5 봉월로9-1 김정규 453-9895

39 오류1리 현경면 오류1 오류길340-4 김생수 452-2619

40 오류동여자 현경면 오류1 오류길355-3 조봉례 453-8248

41 어은동 현경면 오류2 오류길40-4 김태진 453-4568

42 곡지 현경면 오류3 오류길160 김진식 452-4347

43 신정 현경면 오류4 신정길68-3 황웅일 453-3305

44 삽다리 현경면 오류5 오류길14 정대길 453-4553

45 마산 현경면 마산1 마산길122-6 이남술 45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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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산 현경면 마산1 마산길122-6 이남술 452-0150

46 마산여자 현경면 마산1 마산길122-4 김정애 453-9892

47 신기 현경면 마산2 마산길252 이수현 453-9711

48 가입 현경면 가입1 가입안길43-1 주재호 453-6987

49 너물 현경면 가입2 가입길 155 강서홍 453-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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