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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로당명칭 읍면 리 소재지 회원수 전화번호

1 삼향분회 삼향읍 임성1리 신기길 19 56 283-2523

2 신기 삼향읍 임성1리 신기길 75 27 　

3 대안동 삼향읍 임성2리 대안길 45 65 　

4 종월촌 삼향읍 임성3리 종월길 41 45 281-7167

5 상용 삼향읍 임성4리 상용길 18 58 　

6 과동 삼향읍 임성5리 과동길 55-2 30 　

7 후정 삼향읍 용포1리 오룡동길 152 50 282-5264

8 용계 삼향읍 용포2리 오룡산로 158-2 28 281-7053

9 용포 삼향읍 용포3리 오룡산로 93 65 282-6585

10 덕치 삼향읍 용포4리 삼향중앙로 410 29 　

11 이동 삼향읍 용포5리 이동길 21 40 282-7216

12 계두 삼향읍 용포6리 계두길 63 39 281-0586

13 와동 삼향읍 용포7리 삼향중앙로 342-20 22 　

14 극배 삼향읍 맥포1리 극배길 16-4 33 　

15 월계 삼향읍 맥포2리 월계길 52 38 　

16 맥포백학 삼향읍 맥포3리 맥포길 58-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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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송산 삼향읍 맥포4리 송죽길 223 36 　

18 죽림 삼향읍 맥포5리 송죽길 109 48 　

19 석교 삼향읍 유교1리 석교길 1 32 281-1229

20 유교 삼향읍 유교2리 유교길 43-23 18 281-2351

21 원동 삼향읍 유교3리 으뜸길 26 22 282-5359

22 청룡 삼향읍 유교4리 삼향중앙로 91-27 20 　

23 중등포 삼향읍 유교5리 중등포길 70-16 54 282-7705

24 군산동 삼향읍 유교6리 유교길 169 20 281-7776

25 관동 삼향읍 유교7리 유교길 52-51 18 281-2045

26 평산 삼향읍 왕산1리 평산길 14 29 　

27 왕산 삼향읍 왕산2리 왕산길 98 38 　

28 마갈 삼향읍 왕산4리 왕산로 304-29 39 　

29 마동 삼향읍 왕산5리 마동길 48 46 　

30 금동 삼향읍 왕산3리 금동길 7 50 　

31 동뫼 삼향읍 왕산6리 석매길 59 47 　

32 덕산 삼향읍 왕산7리 덕산길 22 17 282-6733

33 복룡 삼향읍 지산1리 복룡길 36 37 　

34 지산 삼향읍 지산2리 원지산길 34 61 281-9992

35 곽단 삼향읍 지산3리 곽단길 59 19 281-2234

36 월호 삼향읍 지산4리 지산길 100 50 　

37 노재동 삼향읍 지산5리 진등길 4-1 37 　

38 장곡 삼향읍 지산6리 수련길 397 28 28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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