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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경로당명칭 읍면 리 소재지 회원수 전화번호

1 운남분회 운남면 연1리 운해로 568-19 36 452-0622

2 운남여자분회 운남면 연1리 운해로 568-16 41 453-8366

3 두곡 운남면 하묘1리 두곡길 69 31 450-4565

4 둔전 운남면 하묘2리 와우로 50 31 453-5304

5 팔학 운남면 하묘3리 운해로 670-18 41 453-7862

6 원하묘 운남면 하묘4리 하묘길 67-1 20 452-6636

7 신촌 운남면 하묘5리 운남신촌길 119-6 32 453-4030

8 원동암 운남면 동암1리 원동암길 95 27 453-2254

9 신기 운남면 동암2리 운남새터길 58-24 41 452-0901

10 죽산 운남면 동암3리 양금로 361-16 20 453-1058

11 영해 운남면 동암4리 영해촌길 34-8 26 453-9724

12 용동 운남면 동암5리 영해로 598 28 452-0228

13 운남동 운남면 연1리 운해로 567-1 41 　

14 저동 운남면 연2리 저동길 64 30 453-3954

15 양곡 운남면 연3리 양곡길 22 30 　

16 연동 운남면 연4리 연동길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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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화 운남면 연5리 내화길 26-5 30 452-4446

18 자작 운남면 연6리 까치길 27 29 452-0307

19 비석동 운남면 연7리 운해로 568-7 27 453-2623

20 상동 운남면 연8리 운해로 612 25 　

21 내동 운남면 내1리 내동길 59 53 453-2432

22 원동 운남면 내2리 원동길 76 42 453-7359

23 월악 운남면 내3리 월악길 138 35 452-4683

24 신월 운남면 내4리 새달길 40 46 453-4442

25 신흥 운남면 내5리 신흥길 42 28 　

26 남촌 운남면 성내1리 땅앞로 190 23 　

27 항장 운남면 성내2리 항장길 22 42 452-5879

28 대박 운남면 성내3리 대박길 4 26 453-4963

29 도원 운남면 성내4리 도원길 55 27 453-2340

30 학례 운남면 성내5리 운해로 194 28 452-2033

31 원성내 운남면 성내6리 이기촌길 24 20 453-3323

32 농장 운남면 성내7리 농장길 50 16 452-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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