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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로당명칭 읍면 리 소재지 회원수 전화번호

1 몽탄 몽탄면 사천1리 몽탄로 858-8 48 452-3509

2 죽전 몽탄면 달산1리 죽전길 1 18 　

3 달산2리 몽탄면 달산2리 법천길 271 21 　

4 노송정 몽탄면 봉명1리 노송2길 4 36 452-4053

5 중흥동 몽탄면 봉명2리 양장길 140 13 452-3906

6 도림산 몽탄면 양장1리 도림산길 2 25 452-3096

7 월산 몽탄면 양장2리 양장길 285 31 452-3504

8 양지촌 몽탄면 양장3리 양지촌길 3-2 16 　

9 회룡정 몽탄면 청용1리 몽탄로 1243 26 　

10 사옥동 몽탄면 청용2리 사옥길 101 20 452-2990

11 학전동 몽탄면 당호1리 당호길 18 24 　

12 당호2리 몽탄면 당호2리 갈산안길 17 15 453-1475

13 갈산 몽탄면 당호2리 갈산안길 86-4 12 452-0847

14 신흥동 몽탄면 당호3리 신흥동길 85-6 12 452-3637

15 명산1리 몽탄면 명산1리 몽탄로 1517-3 40 　

16 명산2리 몽탄면 명산2리 도산길 38-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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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몽탄 몽탄면 몽강1리 몽강로 92 29 452-0655

18 언동 몽탄면 몽강2리 언동길 43 15 　

19 박실 몽탄면 약곡1리 약곡길 100 17 　

20 약실 몽탄면 약곡2리 약곡길 144 27 452-9323

21 귀학 몽탄면 귀학리 귀학길 52 28 452-0644

22 만복동 몽탄면 사천1리 몽탄로 864-6 46 　

23 사 내 몽탄면 사천2리 월천길 24 75 　

24 봉서동 몽탄면 사천3리 사내길 14 18 　

25 구산1리 몽탄면 구산1리 몽탄로 825-6 47 452-3498

26 구산2리 몽탄면 구산2리 원구산길 69 18 452-3576

27 호동 몽탄면 구산2리 호동길 58 12 452-3473

28 배뫼 몽탄면 이산1리 배뫼길 63 32 452-3919

29 늘어지 몽탄면 이산2리 늘어지길24-1 11 　

30 남천 몽탄면 내리1리 남천안길26-4 33 　

31 화산 몽탄면 내리2리 화산길 54 27 452-3280

32 양마 몽탄면 내리3리 양마길 24 25 　

33 한재 몽탄면 대치1리 한재길 12 22 　

34 봉암 몽탄면 대치2리 봉암길 6 16 452-3608

35 총지 몽탄면 대치3리 대치로 355 16 453-5391

36 학산 몽탄면 학산1리 학사길 38-2 34 453-5369

37 후동 몽탄면 학산2리 학사길 110 22 　

38 인평 몽탄면 다산1리 인평길 28 20 452-3435

39 차뫼 몽탄면 다산2리 차뫼길 28 28 452-3023

40 사창 몽탄면 사창1리 우명길 97-6 43 452-0581

41 저두 몽탄면 사창2리 학사길 286 24 452-3450

42 덕암 몽탄면 사창3리 덕암길 93 17 452-9274

43 초당산 몽탄면 사창4리 초당길 11 31 452-3704

44 사동 몽탄면 사창5리 사동길 52 15 452-9259

45 기동 몽탄면 봉산1리 봉산길 83 26 452-3751

연번 경로당명칭 읍면 리 소재지 회원수 전화번호

(http://www.muan.go.kr)



45 기동 몽탄면 봉산1리 봉산길 83 26 452-3751

46 옥반동 몽탄면 봉산2리 옥반길 11 35 　

47 기룡동 몽탄면 봉산3리 기룡동길 23 18 45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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