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

제공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강남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활동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현대벤쳐빌  1522호 02-459-8441

광진 광진구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5층 02-453-6558

송파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송파지회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14길,  세신거여종합상가 610호 02-400-8418

성북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성북지회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 14길 24,  루나벨리상가 206호 02-6104-0002

성동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성동지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2로 144, 5층 02-6952-8290
010-8421-8290

은평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은평지회 서울시 은평구 진관 1로 76 02-388-8806

동대
문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동대문지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4층 070-4550-8064

중랑 (사)중랑통합부모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38,  중랑구민회관 1층 02-433-2250　

부산 지부 해운대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 42번길 12,  가람프라자 8층 051-892-2003

인천 　 부평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82,  현대다섬프라자 602호 070-4098-5528

광주

　 KTIL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광주시 북구 무등로 120, 해은회관  5층 062-531-4514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산구 
주간활동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40번길  35, 두란노빌딜 
5층 062-523-4982

울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시 중구 반구정 14길 12, 4층 052-274-9001

경기

고양 경기장애인부모연대고양지부  
고양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32번길 60, 2층 
202호(일산동, 일산역이안) 031-994-7361

부천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주간활동서비스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31,  청죽타워빌딩 5층 504호 032-326-7797

안산 새누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윈윈프라자 
506호 070-4062-3488

파주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93, 402호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031-946-3948

양평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291-1 031-773-0677

강원 원주 원주남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강원도 원주시 구곡길 40, 1층 033-764-2484

충북

청주 바하청주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79-12 080-8854-3632

옥천 옥천바하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3길 8-4 043-732-2111

제천 바하제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충북 제천시 성봉로 2길 11 043-643-5300



충주 바하충주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31, 두산빌딩  4층 043-857-7333

음성 바하음성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33번길 22 043-881-8213

충남

계룡 충남장애인부모회계룡지회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325(금안동)  씨티타워 6층 042-321-7078

금산 금산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6-4 041-752-0031

당진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길 124, 유림회관 2층 041-354-3354

서산 충남장애인부모회서산지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충남 서산시 율지19길 57 041-664-7224

서천 서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41번길  11-12, 미주하우스 
105호 041-951-8833

예산 충남장애인부모회 예산지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3길 10,  1층 041-333-5533

천안 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발달장애인주
간활동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4(성월리) 78-4 041-582-6289

태안 충남장애인부모회태안지회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4길 39 041-674-1760

홍성 홍성군어울림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
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6번길  62-7, 종로빌라 
C동 101호 041-631-2167

청양 충남장애인부모회 청양지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82 선문빌딩 2층 041-943-0012

경북 

경주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경북 경주시 양정로 222, 곡산빌딩  4층 054-774-1535

경산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0길 25, 2층 (옥산동) 053-294-7744

구미 구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경북 구미시 들성로 13길 6-1 054-457-0260

김천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 경북 김천시 평화3길 8 054-431-9802

문경 문경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
공기관 경북 문경시 신흥로 24-14 054-553-5722

상주 상주시장애인부모회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센터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3148 054-533-2890

칠곡 경북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주간활
동서비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42-4 054-974-0159

포항 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152(대도동)  054-278-0113

경남

　 느티나무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1층 070-7725-3957

남해 남해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2층 055-862-6199

진해 하란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1층(풍호동) 055-541-1038

창원 맑은내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2층 070-7774-1422



하동 하동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별관 3층 055-884-8209

산청 느티나무산청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센터 경암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4번길  64, 1층 055-973-2952

양산 (사)양산시장애인부모회 경남 양산시 북안남 5길 30,  세종빌딩 410호 055-388-8841

김해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김해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26, 성보빌딩  401호 070-7776-2215

함양 느티나무함양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32,  2층 055-964-6556

함안 함안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1035-1, 1층(대산중앙로 
159-1, 1층) 055-587-7788

통영 행복한 하루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5 (무전동)  201호 055-649-3515

거창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7길 070-8888-2121

밀양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밀양센터 경남 밀양시 가곡15길 4 055-353-3222

합천 장애인주간활동어울림 합천센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2길 12 055-932-2257

거제 거제시느티나무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길 32 055-637-0501

진주 느티나무진주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
공기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977-15 055-746-7002

의령 의령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070-4485-6369

창녕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창녕군지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 055-533-1826

전남

순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순천시지회주간
활동서비스 전남 순천시 비봉2길 3-18, 2층 061-745-2342

광양 광양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81번지 061-761-8345

여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5길 15번지 061-807-4646

제주 　 제주특별시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시 청사로 75, 동남빌딩2 4층 064-725-1374

세종 　 세종시장애인부모회주간활동서비스 세종시 연서면 오봉로 23 044-868-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