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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로당명칭 읍면 리 소재지 회원수 전화번호

1 본고절 무안읍 고절1리 고절길 51 47 454-1979

2 상고절 무안읍 고절2리 상고절길 21 43 　

3 평촌 무안읍 고절2리 평촌길 31 13 454-3758

4 고절3리 무안읍 고절3리 오리정길 18 29 　

5 경신동 무안읍 교촌1리 경신길 9, 1층 24 　

6 송림 무안읍 교촌2리 무안중앙로 88 19 　

7 교촌3 무안읍 교촌3리 승달로 63-2, 2층 50 　

8 중사지 무안읍 교촌4리 교촌길 89-3 16 　

9 상봉 무안읍 교촌5리 상봉길 103 26 　

10 상사지 무안읍 교촌6리 교촌길 120 32 　

11 금광 무안읍 교촌7리 승달로 12 (금광아파트) 20 　

12 삼신파크빌 무안읍 교촌8리 불무로 40-11 (삼신파크빌) 40 　

13 교촌9리 무안읍 교촌9리 창포로 16 (광명샤인빌아파트) 65 　

14 신촌 무안읍 매곡1리 보평로 280-7 14 　

15 발산 무안읍 매곡1리 무안발산길 27 19 　

16 도산 무안읍 매곡2리 무안도산길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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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양 무안읍 매곡3리 수양길 106, 1층 20 　

18 수반여자 무안읍 매곡3리 수양길 106, 2층 28 　

19 양림 무안읍 매곡4리 수양길 51-1 20 454-0249

20 후청 무안읍 성남2리 성남2길 38,2층 (성남리 227) 82 452-1389

21 만창 무안읍 성남3리 무안로 407-6, 1층 18 453-2765

22 만창부녀 무안읍 성남3리 무안로 407-6, 1층 20 453-2009

23 대곡 무안읍 성남4리 무안로 304-8 35 　

24 하마동 무안읍 성남6리 성남2길 9 , 2층 (승달타워) 60 453-3195

25 서라 무안읍 성남8리 면성1길 146 (서라아파트) 80 　

26 해아마을 무안읍 성남9리 하마로 31 (이에스아뜨리움아파트) 31 　

27 해시앙 무안읍 성남9리 창포로 55 (대선해시앙아파트) 21 　

28 무안읍분회 무안읍 성내1리 면성2길 37-4 43 453-2476

29 무안여자 무안읍 성내1리 면성2길 37-4 28 454-7537

30 서문안 무안읍 성내1리 성내1길 31, 1층 61 453-0059

31 성내2리 무안읍 성내2리 동문안길 23 38 　

32 성내4리 무안읍 성내4리 공항로 75-9 (무안성내휴먼시아아파트) 62 　

33 여트물 무안읍 성동2리 면성1길 11, 2층 34 453-2622

34 용산 무안읍 성동3리 무안용산길 29 57 　

35 복용 무안읍 성동4리 무안로 651 48 　

36 대사동 무안읍 성동5리 무안로 518 (성동5리마을회) 36 　

37 성암 무안읍 성암리 성암길 16, 1층 23 　

38 용연동 무안읍 성암리 용연길 65 12 　

39 병곡 무안읍 신학1리 병곡길 19 39 　

40 학동 무안읍 신학2리 황토길 541-15 40 　

41 노동 무안읍 용월1리 면주길 59 24 453-3210

42 용연 무안읍 용월2리 상동길 9-2 55 453-2587

43 평월 무안읍 용월3리 평월길 75 29 　

44 평용 무안읍 평용리 평용길 1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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