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협약기관 및 운영한 기관
No 기관명 지역 소재지 연락처

1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경기(화성)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11-1 031-223-4709

2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공주시 공주시  신금1길 44-11(신관동 뉴턴학원빌딩4층) 041-852-1950

3 제일좋은지역아동센터 공주시 충남공주시신광동280-8 041-881-0691

4 공주시가족상담센터 공주시 충남  공주시 제민천3길 22(중학동) 042)854-1366

5 공주시청소년쉼터 공주시 충남  공주시 감영길1 041)853-1337

6 다사랑요양원 공주시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동길 14-6 041)881-9762

7 평안요양센타 공주시 충남  공주시 무령로 299 (옥룡동) 041)852-2121

8 사랑행복실버타운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용호1로 2번길 19 대림 프라자 3층 010-4259-8774

9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김영희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32-1(신장동278-6) 031)664-9892

10 샬롬의집 논산시
충남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매죽헌로1723번길97-14(남산리180) 041-741-9032

11 LH행복꿈터두드림지역아동센터 논산시 충남  논산시 대학로 65번길19 ,관리동2층 041)733-1849

12 논산정신요양원 논산시 충남  논산시 상월면 월오 1길 54 041)732-9666

13 에덴보육원 논산시 충남  논산시 연우읍 동안로873-8 041)741-4183

14 단양다사랑노인뇨양원 단양군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온천로197 043)422-3300

16 송악지역아동센터 당진,  
송악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608 070-4408-4127

15 평안마을 당진시 충남  당진시 도곡길8-50 041)355-2080

17 당신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 충남당진시시청1로38  당신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1)360-3200

18 당진YMCA 당진시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93번지 3층 041)353-4343

19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 충남당진시시청1로38  당신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1)360-3200

20 예수촌공동체지역아동센터 당진시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226-3,2층 041)358-0440

21 좋은이웃  노인전문요양원 당진시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시장로 214-4 합덕프라자 210호 041)362-1036

42 마중물 대전(대덕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27번길 14-11 042)582-2337

48 오정지역아동센터 대전(대덕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00번길 41 042)634-8191

51 중앙지역아동센터 대전(대덕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46번길 15-5(덕암동) 042) 932-3375

29 플래티눔요양원 대전(동구) 대전  동구 새울로 10-12(판암동) 042)721-2000

36 은혜지역아동센터 대전(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남로1-1 2층 042-633-7790

45 새벽지역아동센터 대전(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45 (삼성동) 042)632-0406

22 가수원주간보호센터 대전(서구) 대전시  서구 벌곡로 1384번길 58 명문빌딩2층 042)545-9876

23 관저지역아동센터 대전(서구) 대전  서구 관저중로 95번길 90 동양타워4층 042)545-0191

24 다음세대지역아동센터 대전(서구) 대전  서구 괴정동94. 1층 042-522-7645

27 연세지역아동센터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38반길20 4층 042)533-7898

28 정금지역아동센터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71 3층 042-531-6909

32 한줄기 대전(서구) 대전시  서구 삼보실길 123 한줄기 042)385-0788

34 새싹지역아동센터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도학2길 56 042-523-9182

37 중장기청소년쉼터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51번길 18-54 상희빌402호 042-534-0179

39 서대전지역아동센터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4길70 041)582-9677

43 사랑채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 29-11 042)525-8582

49 인제노인요양원 대전(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264 042)585-2081

25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대전(유성)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32 월드컵경기장 동관1층 042)824-5500

30 하늘꽃 대전(유성) 대전광역시  유성대로 155번길 109-6 042)543-2199

31 하늘픔단기보호센터 대전(유성)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5번길 60-17(교촌동) 044)546-1199

33 행복공동체 대전(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266번길61 계룡리슈빌스카이 042-822-8591

35 둔산노인복지센터 대전(유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042-482-2052

38 대정지역아동센터 대전(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28번길 74-5 2층 042-321-8132



46 송강지역아동센터 대전(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58번길,1층 042)348-0110

26 대전태화단기보호센터 대전(중구) 대전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29 042-586-1560

40 세종노인요양원 대전(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성산로14번길16 042-583-9988

41 가정지역아동센터 대전(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1번지 주공아파트 복합상가101호 042)253-2982

44 삼희지역아동센터 대전(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28 대성빌딩2층 042)584-3733

47 열린스쿨지역아동센터 대전(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171번길16 042)581-8002

50 좋은이웃센터 대전(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71 042)223-8582

52 푸른솔지역아동센터 대전(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84 042)226-6009

53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 충남  보령시 대천로 113 041)931-7677

54 충남보령
지역자활센터

보령시 충남  보령시 동대동771-3 041)936-8509

55 충남보령지역자활센터 보령시 충남  보령시 원동1길 95 041)936-8509

56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시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4로 17 041)668-2242

57 밀마루복지마을 세종 세종시  보듬1로 16, 1층(도담동) 044)864-9880

58 세종삼뮥지역아동센터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4길32 044)867-3679

59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044)865-1365

60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세종시 충남  세종시 연서면 효교통길 123-2 041)868-2009

61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세종시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로97-7 044)868-6004

62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세종시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로 38-1 2층 044)868-1245

63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꾸러기공
부방 세종시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로38-1 044)868-3959

64 세종특별자치시수화통역센터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8길55(2층) 044)864-9948

65 욱일지역아동센터 세종시 세종특별차치시  조치원읍 충현로159 욱일상가404호 044-862-6397

66 전동지역아동센터 세종시 세종시  전동면 하노장1길3 044-864-3773

67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세종시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125, 2층 044)862-7142

68 평안의집 세종시 세종시  연동면 개말다복동길 65 044-865-0905

69 백합시니어빌요양원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14-22 041)533-2970

70 산정꿈나무지역아동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317호 041)534-3623

71 예닮지역아동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길 59-6 041-547-3004

72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온중로54번길3 041-545-1934

73 푸른들지역아동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외암로 1566-8(풍기동) 041)546-3586

74 헬멘신망애요양원 아산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쌍죽길 16-24 041-541-5279

75 백합시니어빌요양원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14-22 041)533-2970

76 성모신나는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정리길189 041)543-7861

77 연화지역아동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16 휴먼시아7단지 주민공동시설 041)547-9447

78 할멘신망애요양원 아산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쌍죽길16-24 041)541-6775

79 나눔과기쁨안성지부공도다문화
센터 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장수길43 031-618-9041

80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영동군 충남  영동군 동정로 2길15 043)743-4863

90 동산요양원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1길 69-35 041)558-2270

91 병천민들레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로86 신세계@상가21호 041)568-9184

92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무남길53(삼룡동) 041)565-5761

93 새하늘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부성6길 23 041-555-4740

94 익선원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진로 596 041)576-8591

95 천안YMCA  깨비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49(성정동) 041)575-9870

96 초원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16,상가2동203호(신방동) 070-4095-6500

97 가람요양원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통미3길-10 041)592-6200

98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59,대림한들아파트205동602호 041)557-0894

99 기독성심원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심원길124 041)553-6031

100 깨비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49 301호 041)575-9870



101 꿈나라아동지역센터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봉서11길 16 2층 041)579-2750

102 나비의꿈  정신재활시설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11길26, 5층 마천루빌딩 041)578-1145

103 남천안요인요양원 천안시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대평리335-2 041)565-8301

104 늘푸른공동생활가정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68-28, 201동 105호 041)552-0000

105 대명노인전문요양원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7길10 라동 301호 041)554-9004

106 두런두런
주간보호센터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홍은빌딩2층 041)415-0877

107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9-4 호원빌딩306호 041)561-6282

108 두정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 2 67. 401호 041)576-9190

109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57 301 041)567-9575

110 새솔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113-9 041)555-7004

111 샘물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110-27 3층 041)576-2006

112 섬김천안요양원 천안시 천안시  천안대로 1337 2층 041)585-3434

113 성남재가노인복지시설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 323-18 041)569-4425

114 성모효드림요앙원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 3길 7-1 401호 041)565-9977

115 쌍용노인전문요양원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25 041)575-4259

116 쌍용노인주간보호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18 대륜빌딩 2층 041)553-0300

117 열린문화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8-2 2층 041)561-7179

118 참조은집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10-23 은성빌딩3층 041-572-0020

119 천안YWCA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39 A동 041)575-0961

120 천안새소망의집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041)568-0691

121 천안우리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쌍용대로 94-7 041)574-8590

122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4 301호 두정프라자 041)592-6500

123 청담하늘채요양원 천안시 천안시서북구미라16길18지하1층 041)553-0300

124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289-4 041)578-1145

125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6 2층 (원앙마을 
부영A상가) 041)569-5775

126 하나지역아동센터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7길 36. 201 041)574-9191

127 행복한그룹홈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9길 59 205동602호 041)557-0894

129 정산요양원 청양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69 041)942-1333

130 가로수마을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32번길23 108동 1층 043)231-2248

131 대성노인요양원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당고개로 9-14 043)224-5004

132 봉정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봉정로61번길 043)275-3396

133 서청주노인요양원 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837-102 043)239-7890

134 섬기는요앙원1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24-1 정일빌딩2층 043)286-2004

135 어께동무공부방 청주시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0 043-260-7179

136 혜민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우람로54번길9-7 043-250-0091

137 남청주  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36번길 12 043)250-0407

138 다락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남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다락 2길 1-16 043)233-1258

139 미래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래1길52-5,2층 041)562-2530

140 양무리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남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65,4층 043)262-3379

141 열매복지노인센터 청주시 충북  상당구 용암북로4번길20 043)263-1377

142 예심하우스 청주시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113번길 7 043)284-1009

143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학평길 12 043)212-0192

144 청목아카데미 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심동로691-19 043)238-6776

145 청북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209 043)253-5730

146 튜울립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청주시  서원구 창신로 12번길1 043-260-4567

147 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 청주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28 043)265-7114

148 공주벧엘정신요양원 충남 충남  공주시 백제문하로 2015-20 041)855-6342



149 공주시사회복지협회 충남 충남  공주시 의당로257 공주종합사회복지관 105호 041)858-9927

150 기쁨의집노인요양원 충남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길10 041)734-4000

151 살렘동산 충남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76-9 041)641-8284

152 삼신보육원 충남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664 041)836-6049

153 예산가정상담소 충남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3 희원빌딩1층 041)334-1366

154 참사랑소망의집 충남 충남  당진시면턴면 엄치길38-112 041)356-0518

155 다솜 충남  금산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197 041-752-2000

81 다운지역아동센터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72 041)335-7991

128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충남  청양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2길4 041-943-8805

181 사랑재가복지센터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예로213 LH스타힐스 123-2301 010-4100-0634

182 홍성지역아동센터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3번길106-10 041)632-9184

156 아산실버요양원 충남(아산)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759 041-545-9881

157 영인지역아동센터 충남(아산)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길 6번길 23 041-549-2308

158 환희애육원 충남(아산) 충남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31-3 041-542-3464

159 논산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충남(양촌)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748 041-741-8008

160 히피니스요양원 충남(연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47길 23-2 041-735-2005

161 작은자의  집 충남(은진) 충남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306번길 31-5 041-741-7097

162 미래지역아동센터 충남(천안)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525-5 041-562-2530

163 덕산지역아동센터
충남,  
덕산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42 041-337-1240

164 단성지역아동센터 충북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4584 043-423-1378

165 성환지역아동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관리동2층 043-238-2249

166 율량행복한홈스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구 사뜸로61번길60 043-216-2279

167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충북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아북1길 11-10 043)533-8897

168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충북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4길45 (성심빌딩5층) 043)542-3033

169 즐거운우리집요양원
충북  
대소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345-30 043-878-8910

82 명지지역아동센터 충북  옥천 충남옥천군,읍장야3길10주민복지관2층 043)731-2279

83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54 중앙빌딩4층 043)873-1330

84 음성향애원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48번길 11 043)873-2154

85 남제천노인복지센터 충북  제천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3길10 043-645-6088

86 실버하우스 충북  제천 제천시  송학면 의림대로 56길19 043)645-8352

87 증평들꽃마을 충북  증평 충북증평군증평읍  초정약수로 1028 043-838-8177

88 증평군노인복지관 충북  증평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64 043)835-4285

89 평안의집 충북  진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11-30 043-534-1155

170 소망노인요양원 충북(보은)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바리미길 22-6 043-543-0256

171 사회복지법인  영생원 충북(옥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3길 34 043-731-0601

172 부윤지역아동센터 충북(음성)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537번길3 043-877-9080

173 오미들지역아동센터 충북,  
대소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30 043-881-8636

174 오창에바다지역아동센터 충북,  
오창면

충북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97-2 043-218-2268

175 영실애육원 충북,  
옥천읍 충북  옥천군 .읍 대천리479-1 043)731-4114

176 노인주거복지시설 충북/내북
면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148 043)543-0806

177 그린지역아동센터 충주시 충주시  충인1길 48-1 043-855-7878

178 행복을꿈꾸는지역아동센터 충주시 충북  충주시 대림9길 5 043-855-3466

179 충청지역아동센터 충추시 충북  충주시 대가미12길 4(교현동) 043)847-8982

180 평택지역아동센터 평택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6번길 49-13 031-651-2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