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행정 성명 연락처1

1 신흥1동 팔각정경로당 탄리로52번길 32 이수연 5606 박금녀 757-0668 미개방 신흥1동

2 신흥1동 수정로경로당 수정로170번길 19-9 이수연 5606 임절자 757-3955 미개방 신흥1동

3 신흥1동 신흥카네이션경로당 수정남로 115-1 이수연 5606 나천주 753-4007 미개방 신흥1동

4 신흥1동 상애경로당 탄리로8번길 10-1 이수연 5606 유병태 626-3766 미개방 신흥1동

5 신흥2동 제일경로당 수정로251번길 12 강은혜 5633 김동관 744-3053 미개방 신흥2동

6 신흥3동 온고경로당 공원로 349번길 8 이채영 5647 양필현 743-8827 미개방 신흥3동

7 신흥3동 종합경로당 산성대로255번길 26-4 이채영 5647 황태란 745-6506 7.26. 신흥3동

8 신흥3동 대추나무경로당 수정남로 142 이채영 5647 나동일 741-3586 7.26. 신흥3동

9 태평1동 좋은경로당 제일로 179번길 14 이선희 5671 이영희 752-6924 미개방 태평1동

10 태평1동 백수경로당 성남대로 1314번길 3-4 이선희 5671 박인서 755-2379 7.26. 태평1동

11 태평1동 만수경로당 수정로35번길 31 이선희 5671 장봉례 751-8058 7.26. 태평1동

12 태평1동 궁마을경로당 수정로73번길 16-2 이선희 5671 김충식 754-9996 미개방 태평1동

13 태평1동 행복경로당 모란로133번길 3-1 이선희 5671 김진희 721-9460 미개방 태평1동

14 태평1동 수복경로당 남문로 18번길 9-1 이선희 5671 윤종일 757-5184 미개방 태평1동

15 태평2동 청명경로당 탄리로132번길 15-16 이우정 5695 방영석 751-0651 미개방 태평2동

16 태평2동 울타라경로당 수정로153번길 18-3 이우정 5695 김옥순 755-7065 미개방 태평2동

17 태평2동 다복경로당 시민로261번길 21 심해연 5687 김영자 755-7811 미개방 태평2동

18 태평2동 수정경로당 남문로74번길 11 이우정 5695 김정애 752-0330 7.26. 태평2동

19 태평3동 공원경로당 남문로 31번길 23 박미선 5715 채정기 755-5219 미개방 태평3동

20 태평3동 참사랑경로당 탄리로 145번길 21 박미선 5715 홍성갑 757-6443 미개방 태평3동

21 태평4동 금빛경로당 남문로 111번길 12-1 함요섭 5731 김용걸 755-3227 미개방 태평4동

22 태평4동 우리경로당 태평로 128번길 11-1 함요섭 5731 김동엽 721-8154 미개방 태평4동

23 수진1동 성진경로당 제일로124번길 3 (1층) 이시화 5753 임종근 752-1226 미개방 수진1동

24 수진1동 한마음경로당 제일로124번길 3 (2층) 이시화 5753 이수성 754-8088 미개방 수진1동

25 수진1동 대광경로당 탄리로 31번길 19-19 이시화 5753 한상기 755-7797 미개방 수진1동

26 수진2동 송월경로당 제일로 131번길4 이류빈 5772 이영수 752-9820 7.26. 수진2동

27 수진2동 동명경로당 모란로 23 이류빈 5772 우영애 756-7135 미개방 수진2동

28 수진2동 산우경로당 수정로56번길20 이류빈 5772 김재성 753-7766 7.26. 수진2동

29 단대동 단대경로당 희망로 482번길  13 김유정 5795 임점태 744-9827 7.26. 단대동

30 단대동 논골경로당 논골로45-4 김유정 5795 복진호 749-2917 7.26. 단대동

31 산성동 장수경로당 수정남로324번길 8 한병현 5815 강계도 741-5518 미개방 산성동

32 산성동 무지개경로당 희망로526번길 11 한병현 5815 박화자 743-3130 미개방 산성동

33 산성동 백세건강경로당 수정로456번길 46 한병현 5815 이극출 745-6075 미개방 산성동

34 양지동 윗말경로당 수정로578번길 9 박수민 5835 이기석 745-1874 미개방 양지동

35 양지동 아랫말경로당 양지로35번길 4 박수민 5835 송태섭 744-6895 미개방 양지동

36 복정동 기와말경로당 성남대로1518번길 16 김진하 5308 남상만 759-4619 7.26. 복정동

37 복정동 복우물경로당 복정로20번길 20 김진하 5308 이경재 753-7221 미개방 복정동

38 복정동 웃말경로당 성남대로1379번길16 김진하 5308 조영효 756-0012 미개방 복정동

39 위례 창곡경로당 위례서일로1길 26, 201 이시훈 5965 조희옥 722-5958 미개방 위례동

40 신촌동 신촌경로당 신촌로29번길 14 윤지희 5873 김지인 723-8080 미개방 신촌동

41 오야동 오야경로당 오야로 22 윤지희 5873 김복만 723-8761 미개방 오야동

42 심곡동 심곡경로당 심곡로 35-1 윤지희 5873 이화복 723-9626 미개방 심곡동

43 고등동 등자리경로당 등자로 55 김명은 5887 이재호 723-7525 미개방 고등동

44 상적동 옛골경로당 옛골로 24 김명은 5887 용복수 723-7936 미개방 상적동

45 상적동 적푸리경로당 적푸리로 23번길 10 김명은 5887 용영구 070-4158-3311 미개방 상적동

46 상적동 청계산경로당 청계산로 459번길 13-8, 101호 김명은 5887 김상희 721-3038 미개방 상적동

47 시흥동 시흥경로당 여수대로56번길6 이동준 5907 김상교 723-8241 미개방 시흥동

48 시흥동 동산마을경로당 대왕판교로915번길 13 이동준 5907 이종순 723-6364 미개방 시흥동

49 금토동 금토경로당 둔토로 5번길 6-5 이동준 5907 임경열 707-7922 미개방 금토동

50 금토동 둔투리경로당 금토로 95 이동준 5907 윤철 704-7244 미개방 금토동

51 금토동 달래내경로당 달래내로207번길 19 이동준 5907 최남월 8016-0533 미개방 금토동

52 금토동 남산마을경로당 달래내로28번길 1 이동준 5907 반준모 703-8895 미개방 금토동

53 사송동 사송경로당 사송로 46번길 3 이동준 5907 민병학 756-2683 미개방 사송동

무더위(한파)쉼터 현황(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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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 성명 연락처1

1 광명경로당 광명로 46(성남동) 한성지 6842 최옥자 754-7473 미개방 성남동

2 중앙경로당 원터로 93번길 10(성남동) 한성지 6842 지윤식 722-3879 미개방 성남동

3 금광제일경로당 광명로 300번길5-13(금광1동) 이우성 6647 박길영 743-9390 미개방 금광1동

4 금광경로당 산성대로 408번길 26-1(금광2동) 한창훈 6855 김사옥 744-9406 7.26. 금광2동

5 산성경로당 금빛로 85번길 22(금광2동) 한창훈 6855 김철호 733-4284 7.26. 금광2동

6 청학경로당 산성대로 458번길 11(금광2동) 한창훈 6855 배순희 747-7531 미개방 금광2동

7 청로경로당 자혜로 8번길 59-9(금광2동) 한창훈 6855 조용운 746-1555 미개방 금광2동

8 자혜경로당 자혜로 80(금광2동) 한창훈 6855 권청자 070-8193-1175 미개방 금광2동

9 신구경로당 광명로335번길 14-2 한창훈 6855 김동욱 732-9692 미개방 금광2동

10 오거리경로당 자혜로57번길 1 안승훈 6694 이용원 747-0594 7.27. 은행1동

11 은행경로당 은행로 25번길 14(은행2동) 홍지슬 6714 구자철 749-8030 미개방 은행2동

12 정자경로당 은이로 42번길 5(은행2동) 홍지슬 6714 정진성 735-1005 7.26. 은행2동

13 사회복지회관경로당 순환로 379번길 21(은행2동) 홍지슬 6714 이을연 745-3710 7.26. 은행2동

14 가인경로당 산성대로 546-1, 3층 홍지슬 6714 김석례 736-2101 미개방 은행2동

15 제3복지회관경로당 산성대로 516번길 16-4(은행2동) 홍지슬 6704 구명예 747-5494 미개방 은행2동

16 죽원경로당 박석로 5번길 32(상대원1동) 윤지혜 6732 김동문 031-744-2151 미개방 상대원1동

17 우정경로당 금상로 96번길 35-1(상대원1동) 윤지혜 6732 이은분 031-741-5301 미개방 상대원1동

18 궁전(아)경로당 순환로 188 아동 101호(상대원1동) 윤지혜 6732 홍성구 031-747-7802 미개방 상대원1동

19 보통골경로당 보통골로 10-7 윤지혜 6732 홍명록 741-9602 미개방 상대원1동

20 사기막골경로당 사기막골로 199번길 9(상대원1동) 윤지혜 6732 김혜영 031-743-8519 미개방 상대원1동

21 대원경로당 희망로 367번길 32-10(상대원2동) 송지은 6874 이철수 748-3633 미개방 상대원2동

22 안마을경로당 희망로 360번길 7(상대원2동) 송지은 6874 신효순 734-9777 미개방 상대원2동

23 정수경로당 희망로 327번길 21-14(상대원2동) 송지은 6874 방한영 731-5905 7.27. 상대원2동

24 정든경로당 둔촌대로 389번길 21-3(상대원3동) 주현우 6772 안영분 731-0701 미개방 상대원3동

25 청산경로당 금상로 30번길 5-6(상대원3동) 주현우 6772 이막열 734-0035 미개방 상대원3동

26 호야경로당 둔촌대로 363번길 9(하대원동) 이상훈 6793 김회중 722-5819 미개방 하대원동

27 하나로경로당 둔촌대로 104-2(하대원동) 이상훈 6793 한정수 751-9998 7.26. 하대원동

28 장수경로당 둔촌대로 275번길 5(하대원동) 이상훈 6793 김진곤 722-3279 미개방 하대원동

29 갈현경로당 갈현로 32-3(갈현동) 김상준 6812 임인균 752-1525 미개방 갈현동

30 섬말경로당 도촌로 26번길 4(도촌동) 김상준 6812 박광화 757-5930 미개방 도촌동

31 여수경로당 여수울로15번길18-3(여수동) 김상준 6812 홍순흥 721-2299 미개방 여수동

무더위(한파)쉼터 현황(중원구)  

구분 쉼터명
위 치

(도로명 주소)

관리 책임자
중원구 사회복지과 고경환 729-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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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 성명 연락처1

1 양지경로당 서현로421번길 9 고영건 031-729-8105 김영기 031-781-4360 미개방 분당동

2 장안경로당 분당로311번길 10-3 고영건 031-729-8105 전효진 031-709-8778 8.2. 예정 분당동

3 녹색경로당 발이봉로 17 전희진 031-729-8133 이기중 031-719-3014 미개방 수내3동

4 정자경로당 황새울로116번길 19-8 김강 031-729-8143 이병한 031-717-7557 미개방 정자동

5 신기경로당 내정로7번길 18 김강 031-729-8143 황문호 031-714-8688 미개방 정자동

6 정자전원마을 불곡로13번길6 권영희 031-729-8163 명향요 031-711-4744 미개방 정자3동

7 서현동경로당 새마을로1번길 3 방주로 031-729-8174 최병천 031-701-5110 미개방 서현1동

8 율동경로당 문정로 150 방주로 031-729-8174 한동조 031-702-2709 미개방 서현1동

9 이매2통경로당 성남대로772번길 4 김우정 031-729-8193 심성기 031-703-2345 미개방 이매1동

10 이매1통경로당 이매로89번길 50 김우정 031-729-8193 허숙경 031-709-3316 미개방 이매1동

11 야탑동경로당 야탑로111번길 12-14 박준범 031-729-8214 이용우 031-781-0872 미개방 야탑1동

12 중탑경로당 매화로48번길 17-4 고현정 031-729-8232 이해석 031-781-1128 8.2. 예정 야탑3동

13 궁내동경로당 궁내로 40번길 9 신형승 031-729-8285 정용복 031-718-6080 미개방 금곡동

14 금곡동경로당 쇳골로 35-1 신형승 031-729-8285 김형순 031-718-7698 미개방 금곡동

15 오리경로당 금곡로23번길 15-5 조은순 031-729-8295 이상진 031-714-0875 미개방 구미동

16 동원1통경로당 동원북로 26 이보화 031-729-8413 김길랑 031-717-6462 미개방 구미1동

17 동원2통경로당 동원동 284-6 이보화 031-729-8413 임현익 031-716-2670 8.27. 예정 구미1동

18 벌말경로당 미금일로 86번길 24-9 이보화 031-729-8413 유광현 031-718-7794 미개방 구미1동

19 운중1통 경로당 하오개로 361 박신호 031-729-8443 홍경섭 031-708-9353 미개방 운중동

비고
동 주민센터 무더위쉼터

관련담당 시건장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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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터 현황(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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