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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읍면 리 소재지 회원수 전화번호

1 일로분회 일로읍 월암10리 일로로 58-1 62 070-8824-8567

2 주룡 일로읍 청호1리 청포로 543-9 17 281-6192

3 청호2리 일로읍 청호2리 청포로 461 33 　

4 우비 일로읍 청호3리 상사바위길 255 26 281-1488

5 망월동 일로읍 망월1리 망월길 54 20 　

6 망해동 일로읍 망월1리 망월길 45-50 18 　

7 늘푸른 일로읍 망월2리 선비길 8 23 281-4576

8 비로촌 일로읍 망월3리 비로길 153-55 20 284-4980

9 죽산 일로읍 죽산1리 죽산길 16 46 282-2072

10 양지촌 일로읍 죽산2리 양지길 40 22 　

11 당월촌 일로읍 죽산3리 영친길 164 32 281-0868

12 도장포 일로읍 죽산4리 청포로 39 37 282-5364

13 영화정 일로읍 죽산5리 영화길 1 26 281-6562

14 삼천동 일로읍 죽산6리 삼천길 15 21 287-0096

15 구정 일로읍 구정1리 구정길 194 33 　

16 탄동 일로읍 구정2리 구정길 293-5 16 287-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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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무동 일로읍 구정2리 구정길 376 16 　

18 인의산 일로읍 의산1리 인의로 120 42 281-6096

19 산두 일로읍 의산2리 산두길 37 34 　

20 의산 일로읍 의산3리 돈도리길 35 21 281-6096

21 돈도리여자 일로읍 의산3리 돈도리길 35 22 281-6096

22 무룡 일로읍 의산4리 무룡길 10 51 285-9848

23 내동 일로읍 의산5리 인의로 176 16 　

24 소지 일로읍 의산6리 일로로 191-8 51 282-8705

25 월암 일로읍 월암1리 일로신흥길 5 34 281-3052

26 황소안여자 일로읍 월암1리 일로신흥길 5 53 281-3052

27 월암2리 일로읍 월암2리 일로로 94-8 62 281-0209

28 덕산 일로읍 월암3리 일로연동길 5 41 282-1239

29 월암4리 일로읍 월암4리 월암길 66 40 281-2272

30 강남산 일로읍 월암5리 강남길 25 62 281-8085

31 휴리브 일로읍 월암5리 공원길 80 23 　

32 부흥정 일로읍 월암6리 부흥길 9 38 　

33 다복동 일로읍 월암7리 월암길 11 64 282-1544

34 한마음 일로읍 월암8리 중앙동길 14 45 281-8821

35 연소 일로읍 월암9리 연소길 20 37 　

36 읍동 일로읍 월암10리 일로로 53-5 37 282-6346

37 인동 일로읍 용산1리 인동길 4-1 43 　

38 농장마을 일로읍 용산2리 일로농장길 60-24 45 　

39 평정 일로읍 용산3리 백련로 19 23 281-9477

40 백호동 일로읍 용산4리 백호길 41-2 31 　

41 연화동 일로읍 용산5리 백련로 85-23 24 　

42 산정 일로읍 산정1리 삼산로 50 45 282-3536

43 방매 일로읍 산정2리 방매길 15 33 282-0870

44 도덕지 일로읍 산정3리 백련로 249-3 26 　

45 신원목 일로읍 산정4리 산정길 3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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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원목 일로읍 산정4리 산정길 32 27 　

46 광암1리 일로읍 광암1리 광암길 83 54 281-3112

47 등림 일로읍 광암2리 등림길 27 32 　

48 진사동 일로읍 광암3리 진사길 20 17 287-3365

49 상신1리 일로읍 상신1리 상신길 12-9 29 　

50 환학동 일로읍 상신2리 환학길 15 22 　

51 중촌 일로읍 상신3리 중촌길 24 31 　

52 복룡촌 일로읍 복룡1리 일로복룡길 30-3 45 　

53 회산백련회 일로읍 복룡2리 회룡길 43 26 281-4576

54 사교 일로읍 복룡3리 사교길 9-2 20 282-3147

55 양두 일로읍 복룡4리 백련로 483 25 　

56 두레미 일로읍 복룡5리 백련로 355 39 　

57 용호동 일로읍 복룡6리 회룡길 109-9 23 　

58 대절 일로읍 지장1리 죽사동길 226 21 281-3976

59 삼호 일로읍 지장1리 삼호길 14 13 　

60 송태 일로읍 지장2리 덕정길 24-1 26 　

61 청금성 일로읍 지장3리 청금성길 85 28 281-6058

62 감돈 일로읍 감돈1리 감돈길 44-10 54 282-5582

63 선돌 일로읍 감돈2리 선돌길 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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