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지역 현황』 현재(’21.3.31. )

연번 시 군 관리소명 설치시기 주소지 비 고

계 개31 개소69

1 수원 행궁동 2020.8. 팔달구 신풍로 번길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층23 40( 2 ) 운영중

2 고양
(2)

정발산동 2019.11. 일산동구 산두로 255-5 운영중

3 관산동 2021.9. 덕양구 통일로 775 개소 준비

4 용인
(2)

유림동 2020.8. 처인구 백옥대로 유림동 행정복지센터1315 ( ) 운영중

5 포곡읍 2021.6. 처인구 포곡읍 폭고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258 ( ) 개소 준비

6
성남
(3)

태평 동4 2020.9. 수정구 남문로 층134, 2 운영중

7 은행 동2 2020.9. 중원구 은이로 호11, 111 운영중

8 수진 동2 2021.7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7 개소 준비

9 부천
(2)

오정동 2019.8. 성오로 오정어울마당 오정동 행정복지센터172 ( ) 운영중

10 심곡동 2019.8. 조종로 번길 원미 주민지원센터36 26 ( 2 ) 운영중

11

안산
(4)

광덕 2018.11. 상록구 광덕산안길 사회적20 경제지원센터 내 운영중

12 일동 2019.9. 성호로 협동조합 퍼즐26 ( ) 운영중

13 와동 2020.4. 단원구 삼일로 층449, 3 운영중

14 사동 2021.4.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마을숲 사회적 협동조합 내212 ( ) 개소 준비

15 화성
(2)

병점 동1 2020.8. 태안로 번길95 28-21 운영중

16 화산동 2020.8. 화산중앙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16 ( ) 운영중

17 남양주
(2)

진건읍 2021.3. 진건읍 사능리 진건읍 행정복지센터644 ( ) 운영중

18 진접읍 2021.4. 진접읍 금강로 1509-23 개소 준비

19 안양 관양 동1 2020.8. 동안구 관악대로 번길 호359 10-33, 106 운영중

20 평택 세교동 2019.12. 평택로 세교동179-9 ( ) 운영중

21 시흥 정왕본동 2018.12. 역전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228 ( ) 운영중

22

파주
(4)

선유 리4 2019.11. 문산읍 독서울 길 선유 리 마을회관 층5 9, 4 2 운영중

23 파주리 2021.3. 파주읍 우계로 파주리86-8 ( 418-1) 운영중

24 운정 동3 2021.5. 하우 길3 77 개소 준비

25 금촌 동1 2021.5. 금정로 45 개소 준비

26 의정부
(2)

의정부 동1 2018.12. 태평로 번길 구146 15, 한전사옥 내 의정부 동( 1 ) 운영중

27 의정부 동2 2021.6. 신흥로 번길274 19 개소 준비

28 김포
(2)

김포본동 2020.10. 북변중로 번길65 4 운영중

29 월곶면 2020.10. 월곶면 애기봉로 번길7 46 운영중

30 광주
(2)

경안동 2019.10. 문화로 층72, 2 운영중

31 송정동 2020.9. 광주대로 번길 송정동97 25 ( 101-19) 운영중

32

광명
(4)

광명 동3 2020.6. 광명동 층156-5, 2 운영중

33 광명 동7 2020.6. 광명동 층742-11, 2 운영중

34 광명 동5 2021.6. 광명 동 일대5 개소 준비

35 소하 동2 2021.6. 소하 동 일대2 개소 준비

36
군포
(2)

산본 동1 2018.11. 고산로 번길 수리경로당 층724 16 ( 2 ) 운영중

37 군포 동1 2020.7. 당동로 번길 효자경로당 층18 27 ( 2 ) 운영중



※ 개소준비 개 시 군 개소: 14 · 19 고양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 , , , , (2) 의정부 광명, , (2) 하남, (2) 양주 구리 안성, , , (2) 포천 가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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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남
(4)

신장 동1 2019.9. 신장 로 번길 층 신장 동1 15 40, 1 ( 1 ) 운영중

39 덕풍 동1 2020.4. 신장로 번길 하남지점 층 덕풍동154 20, kt 1 ( ) 운영중

40 신장 동2 2021.6. 신장 동 일대2 개소 준비

41 덕풍 동2 2021.4. 덕풍 동 일대2 개소 준비

42 오산 궐동 2020.9. 오산로 번길 궐동 새마을금고 층348 12, 3 운영중

43

양주
(4)

샘내마을 2019.7. 평화로 번길 층1257 70-4, 1 운영중

44 덕정동 2020.9. 화합로 번길 층1361 18, 2 운영중

45 광적면 2020.9. 가래비 길 광적면9 27 ( ) 운영중

46 백석읍 2021.4. 양주시 백석읍 방성 리 마을회관2 개소 준비

47
이천
(2)

창전동 2020.6. 애련정로 번길125 18-1 운영중

48 모가면 2021.3. 모가면 진가리 모가면 주민자치 학습센터106 ( ) 운영중

49
구리
(2)

교문동 2020.8. 안골로 번길 가능골경로당 층20 33 ( 2 ) 운영중

50 수택동 2021.8. 수택동 구리수택행복주택 동 내 지역편의시설852, 103 개소 준비

51

안성
(4)

삼죽면 2020.4. 삼죽면 삼죽로 삼죽면 주민자치센터112 ( ) 운영중

52 대덕면 2020.8. 대덕면 중앙로 대덕면 주민자치센터82 ( ) 운영중

53 죽산면 2021.4.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죽산면사무소61, 개소 준비

54 공도읍 2021.4.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개소 준비

55

포천
(4)

신읍동 2018.12. 구절초로 신읍동60 ( ) 운영중

56 일동면 2019.9. 화동로 일동전통시장 내1039-3, 운영중

57 영북면 2019.12. 영북면 운천로 층 농협건물25, 2 ( ) 운영중

58 이동면 2021.4. 이동면 장암 길 장암리1 6-1 ( 213-4) 개소 준비

59 의왕
(2)

오전동 2020.9. 모락로 모락경로당11( ) 운영중

60 부곡동 2020.9. 철도박물관로 의왕역 층66, 2 운영중

61 양평 청운면 2019.11. 청운면 용두민속장터길 용두 리2 ( 1 ) 운영중

62
여주
(2)

여흥동 2019.8. 여흥로 상동 층157( ), 2 운영중

63 중앙동 2020.4. 세종로 번길 층 상동13 34-2, 2 ( ) 운영중

64 동두천 생연동 2021.3. 동두천시 정장로 층 제일상가 내12-6, 1 운영중

65

가평
(3)

원흥리 2020.8. 상면 원흥길 59 운영중

66 운악리 2021.5. 조종면 현등사길 운악리7-8 ( 458) 개소 준비

67 이화리 2021.5. 가평읍 호반로 이화리2313 ( 408-3) 개소 준비

68 과천 문원동 2020.8. 문원청계길 17-12 운영중

69 연천 연천읍 2020.10. 차현로 차탄 리 마을회관88 ( 3 ) 운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