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화전자자화전자자화전자

챌린저투어

용암어린이집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청주사회복지관

상당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프란치스코의집
아보고의집 / 모니카의집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산남어린이집
산남노인복지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충북곰두리체육관

소망원, 광화원
청주맹학교

꿈꾸는씨앗지역아동센터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북종합자원봉사센터

베다니어린이집
유스투게더

대우꿈동산
봉명지역아동센터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서청주 IC

서
청

주
 IC

오창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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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어린이집
현양노인복지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남청주지역아동센터

청주우리지역아동센터

영운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용정어린이집

금천어린이집

해나라어린이집

진성어린이집

명지어린이집

인우어린이집

은물어린이집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

충북원스톱지원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청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방주지역아동센터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타

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다사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세현지역아동센터

아낌없이주는나무 아이캔어린이집

패밀리어린이집

지구어린이집

사랑의울타리
지역아동센터

충북대학교부설
어린이집

광성지역아동센터

충북심리건강센터

청주시정신보건센터

비추리지역아동센터

남부지역아동센터

두꺼비생태문화관
청주풀이센터

도립 노인전문병원

방서어린이집

가경지역아동센터

세종노인요양병원

양무리지역아동센터

한우리지역아동센터

미라클지역아동센터

청주방송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소나무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아이들세계어린이집
서원보건소

청주아트홀

평생학습관 개신분관

청주시평생학습관

다니엘지역아동센터

한무리지역아동센터

푸른꿈지역아동센터

에덴지역아동센터

참조은베이비시터

우암어린이집

혜민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별나라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봉명어린이집

창조어린이집(장애아전문)

죽림어린이집

가로수마을지역아동센터

예심하우스

튜울립지역아동센터

조은홍익어린이집

새충북어린이집

해사랑어린이집

예원어린이집

맹꽁이생태문화관

글마루도서관

서부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리틀강남어린이집

행복어린이집

청운어린이집

미래로어린이집

무지개숲어린이집

굿모닝어린이집

꿈돌이예능어린이집

헨젤과그레텔유치원

탑동어린이집

아이살림생태어린이집

청북지역아동센터

대명지역아동센터

신봉어린이집

서울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청주숲어린이집

평화지역아동센터

로뎀지역아동센터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휴먼시아어린이집

기쁜어린이집

꿈아이어린이집

동화어린이집

청주안나어린이집

은빛어린이집

청주아이맘어린이집

지웰프라임어린이집

녹원어린이집

시온어린이집

서광어린이집

꿈꾸는지역아동센터

죽림아이꿈어린이집

행복한호반어린이집

향교어린이집

경희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한흐름키즈스쿨어린이집

희망지역아동센터

행복한그림미술심리센터

롯데시네마

점프아이어린이집

충북여성재단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충북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라폼므현대미술관

직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서원노인종합복지관

서원지역아동센터

청주시농아인주간보호센터

청주시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행복센터(주간보호)

상당도서관

청주시노인복지관

흥덕보건소(별관)

수 암 골

한국네슬레

한국도자기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엄지어린이집

성마야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새자연지역아동센터

봉정지역아동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우암시니어클럽

행동하는복지연합

희망노인복지센터

상당시니어클럽

성공회성당

충북문화관

서원시니어클럽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

충북육아원
서원어린이집

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하자지역아동센터

명암노인복지센터

원광지역아동센터

청주혜원학교

성심학교

현 양 원현 양 원

보 살 사

내덕노인복지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충북지부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리틀영재어린이집
산남민어린이집

방서지역아동센터

용암지역아동센터

좋은지역아동센터

대성지역아동센터
한사랑어린이집

내덕어린이집

보리수어린이집 해피키즈어린이집

현대몬테소리어린이집

율량1어린이집 율량2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큰산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신라어린이집

해뜨는어린이집

노리울지역아동센터

밤나무지역아동센터

수안들어린이집

청북노인복지센터

YWCA어린이집

갈릴리어린이집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나이팅게일어린이집

동양일보

성심노인요양원

중부매일

기적의도서관

청주시교육청

신미술관

흥덕문화의집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천년시무 애플테크(주)
(주)MG소프트 글로벌휴먼(주)
블루소프트 (주)제이비컴
세무법인 에이블 (주)이지런
(주)픽셀즈      (주)맥스커뮤니케이션
(주) 한신정보기술 (주)형음
(주) 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

청주첨단문화산업지원센터

사랑의집

충북문화재단
충북 민예총

율량지역아동센터
상당노인요양원

개나리유치원

은성어린이집

영운어린이집

샛별유치원

보림어린이집
시온어린이집

남들어린이집

천사어린이집

성화1 어린이집

성화4 어린이집

푸르지오어린이집

참좋은어린이집

성화 2 어린이집

성화 5 어린이집

이안어린이집

동심의나라어린이집

마이빌키즈어린이집

꿈을담은어린이집

충북경찰청어린이집

초롱이네도서관

미평어린이집(시간연장)

뉴비전어린이집

사랑으로어린이집
새한어린이집

에디슨어린이집

한울어린이집

예담어린이집

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YWCA

우진하이텍

SK에너지LIBS

(주)대원

(주)자영

네오텍

플라텍

테크윈

넥스텍

(주)씨앤씨

심텍

국보싸이언스

KTCS충북사업단

크로바하이텍

기화정보통신

일동제약

삼화전기

서울포장

동인산업

우성모직

아이비텍비전플러스
삼양견직공업

동원F&B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세이프

하이퍼텍

중앙제어

대원디씨

애니라인
중부메디칼

세노텍
월드윈텍

웰마크

명인교육센터

하얀유산부인과로토텍

비전데코리아
아기천사

엠비전
아이엠이엔씨

롯데햄

인듐코퍼레이션

엠비아이

동화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마이크로폴

테크노시스 지티프로스

매그나칩반도체

용산에스앤씨

청안회계사무소청안회계사무소

노무법인 명장

나스콤

은광전자

삼구INC

영광식품

이에스원

충북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

성화지역아동센터

백양지역아동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심텍복대어린이집

참해맑은어린이집

청 원 구

상 당 구

흥 덕 구

서 원 구

푸른하늘어린이집
목령어린이집

동산지역아동센터

에바다지역아동센터

국가영장류센터

퍼멘텍(주) (주)맥테크놀로지
(주)아이티켐    (주)제너마인
나노전광(주) (주)건국네이처

충북테크노파크 스타기업관

(주)라인시스템 (주)앤에스티
(주)이코존   지엘컴퍼니
하우앳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관

(주)아이윈 (주)아이윈솔루션
(주)화이핀코리아 캠코코리아

충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그린광학

마크로케어

미드미

명정보기술
네티피아

◉ 이 지도는 축척과 관계없이 개략적인 위치를 표기한
그림지도입니다. ◉ 어떤 경우에도 무단 복제를 금함 

◉ 발행일 : 2017년  12월 ⓒ 윤송현 (010-5469-2908)

청주예쁜지도

유아이디

시아스

옵토팩

한솔라이팅

ALT세미콘

아이 티 엠 반 도체

SMR풍정
세진테크
서정오토

비즈스텝스

디엠아이테크

동인텍

파켄오피씨

에스엠플

한국야스텍

코스팜바이오
우림전자

원앤씨

스템코

대원정밀 LG화학 오창1공장

에스피텍

이에프텍

MTM옵틱스

AGC디 스플레이
글라스오창

현대아반시스

엘지토스템

넷비즈월드

하나에이엠티
우진산전

우리기술

아큐라텍

에어레인

원익머트리얼즈

한국농산품인증원

엔지온

유아이디

DHO전자
세미테크

이호테크싸이큐브

스마트텍

휴먼케어

다쓰테크

경동중전기

엄마사랑
창성피엔텍

세일하이텍

테스트테크

시원식품

생활낙원

에코프로

윈플로

대명광학
제니코스

녹십자

클라비스

한경

네패스   예쎈
제이알   엘피스
애드민 엘피스

한림의료기
Natural F&P

셀가드코리아
씨비엔바이오텍

사임당화장품

DMK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에이스전자기술

바이오톡스텍

한국세인트베이슨

아임삭

웰그로

AT생명과학

엠씨케이

노바렉스

국제제과

사용 표식 안내

아동보육/교육관련
장애인 관련
노인복지 관련
청소년, 문화, 지역
여성관련
여성친화일촌기업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주)토스  (주)코프 (주)프리엠
메디플러스    바이온셀
디엘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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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바이오메드

창사랑

넥스팜코리아

KPT

네오비전

오송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 (시간연장)

■ 시간연장 어린이집_상당구
굿모닝어린이집 286-3222 금천동 민간
금천어린이집 223-8810 금천동 국공립
꼬망세어린이집 286-6022 금천동 가정
꿈돌이예능어린이집 253-4540 금천동 민간
드림어린이집 291-0103 금천동 가정
미래로어린이집 223-6678 금천동 민간
앙팡어린이집 287-1255 금천동 가정
엄지어린이집 285-4241 금천동 가정
조이풀어린이집 288-1655 금천동 가정
푸른어린이집 287-7979 금천동 가정
해나라영아전담어린이집 221-1422 금천동 민간
행복어린이집 224-7705 금천동 민간
리틀강남어린이집 223-7337 영운동 민간
보림어린이집 255-4350 영운동 민간
영운어린이집 253-0410 영운동 국공립
이안어린이집 253-2376 영운동 민간
청운어린이집 259-3143 영운동 민간
꿈을담은어린이집 902-3201 용암1동 민간
동심의나라어린이집 294-3241 용암1동 민간
마이빌키즈어린이집 294-1233 용암1동 민간
미미키즈어린이집 295-9313 용암1동 가정
초록꿈터어린이집 296-2466 용암1동 가정
동화나라어린이집 293-4676 용암2동 가정
애플어린이집 294-3007 용암2동 가정
엄마사랑어린이집 218-5506 용암2동 가정
은성어린이집 296-1004 용암2동 민간
충북경찰청어린이집 298-0182 용암2동 직장
한흐름키즈스쿨어린이집 293-6605 용암2동 민간
효성어린이집 293-6396 용암2동 가정
인우어린이집 253-1889 중앙동 복지법인
명지영아전담어린이집 225-0103 탑대성동 민간
무지개숲어린이집 259-3344 탑대성동 민간
점프아이어린이집 223-4587 탑대성동 민간
청주향교어린이집 256-6445 탑대성동 민간
탑동어린이집 250-2257 탑대성동 민간

■ 시간연장 어린이집_서원구
충북대부설어린이집 261-2699 개신동 법인
아이캔어린이집 277-3004 모충동 민간
자연어린이집 286-0356 모충동 민간
꽃밭어린이집 295-8754 분평동 가정
꿈동산어린이집 295-3660 분평동 가정
미니키즈어린이집 295-2187 분평동 가정
미평어린이집 296-1185 분평동 복지법인
새한어린이집 295-3346 분평동 민간
샘물어린이집 284-1245 분평동 가정
에디슨어린이집 295-8114 분평동 민간
예나몬테소리어린이집 294-7149 분평동 가정
예쁜토리어린이집 904-5515 분평동 가정
한울어린이집 295-6531 분평동 민간
해닮어린이집 291-9567 분평동 가정
아이살림생태어린이집 222-0852 사직1동 민간
곰돌이어린이집 272-1040 사직2동 가정
꼬마숲어린이집 276-5070 사직2동 가정
꼬망새어린이집 277-8596 사직2동 가정
메르헨어린이집 900-1787 사직2동 가정
브레인어린이집 262-7038 사직2동 가정
생크림어린이집 903-9350 사직2동 가정
아이캐슬어린이집 263-1177 사직2동 가정
파란뜰어린이집 275-5959 사직2동 가정
지구촌어린이집 267-6407 사창동 민간
로뎀어린이집 263-2779 산남동 가정
리더아이어린이집 284-5445 산남동 가정
사랑으로어린이집 284-5355 산남동 민간
한내들어린이집 296-0103 산남동 가정
그린빌어린이집 237-9955 개신동 가정
동화어린이집 236-3357 죽림동 민간
마루홍익어린이집 277-5506 개신동 가정
성화1 어린이집 237-1771 성화동 국공립
성화2 어린이집 238-0080 성화동 국공립
성화4 어린이집 259-7979 성화동 국공립
성화5 어린이집 239-5550 성화동 국공립
수빈어린이집 900-4622 성화동 가정
아이맘어린이집 900-2407 성화동 가정
아해뜰 어린이집 235-7812 성화동 가정
엄마맘어린이집 070-8229-3651 성화동 가정
은빛어린이집 070-7719-5757 성화동 민간
행복한호반어린이집 231-1747 성화동 민간
호반아이사랑어린이집 234-3365 성화동 가정
아이꿈어린이집 236-7900 죽림동 민간
참나리어린이집 232-1822 성화동 가정
푸르지오어린이집 237-7377 개신동 민간
행복가득어린이집 267-8853 개신동 가정
꿈이자라는땅어린이집 903-0709 수곡1동 가정
리틀영재어린이집 283-5600 수곡1동 민간
산남어린이집 288-1436 수곡1동 국공립
예담어린이집 292-5840 수곡1동 민간
천사어린이집 284-8592 수곡1동 민간
가나다라 어린이집 287-2968 수곡2동 가정
산남MIN어린이집 233-8761 수곡2동 민간

■ 시간연장 어린이집_청원구
내덕어린이집 253-6486 내덕1동 국공립
수안들어린이집 221-0280 내덕1동 법인
큰산어린이집 212-3034 내덕2동 민간
예지어린이집 213-8707 내수읍 민간
아이월드어린이집 216-1628 오근장동 가정
율량1어린이집 256-3500 오근장동 국공립
율량2별하어린이집 223-6800 오근장동 국공립
다예린어린이집 217-7860 오창읍 가정
다정어린이집 286-3369 오창읍 가정
명성어린이집 218-5576 오창읍 가정
목령어린이집 214-2323 오창읍 국공립
샘터어린이집 904-5580 오창읍 가정
펀키즈어린이집 216-1125 오창읍 가정
푸른하늘어린이집 213-2004 오창읍 가정
해맑은 어린이집 213-0801 오창읍 가정
우암어린이집 222-6324 우암동 국공립
꼬맹이어린이집 213-7319 율량동 가정

에벤에셀어린이집 217-0023 율량동 가정
청주YWCA어린이집 212-2346 율량동 국공립
해피키즈어린이집 217-3399 율량동 민간
현대몬테소리어린이집 213-3345 율량동 민간

■ 시간연장 어린이집_흥덕구
가경꼬마숲어린이집 234-8408 가경동 가정
단비어린이집 235-2476 가경동 가정
드림나무 어린이집 234-7870 가경동 가정
로즈웰어린이집 238-8171 가경동 가정
무지개어린이집 231-6363 가경동 가정
새암누리어린이집 237-4969 가경동 가정
새해맑은어린이집 070-7760-2262 가경동 가정
선광어린이집 284-1234 가경동 가정
아가방가어린이집 231-8859 가경동 가정
예쁜아기어린이집 233-7205 가경동 가정
참좋은어린이집 235-0203 가경동 민간
참해맑은어린이집 235-7652 가경동 가정
청주안나어린이집 235-6885 가경동 민간
해피어린이집 070-8801-8800 가경동 가정
휴먼시아어린이집 236-5941 가경동 국공립
아이미소어린이집 231-9932 강내면 가정
꿈아이어린이집 233-3589 강서1동 민간
사랑뜰어린이집 070-8107-9110 강서1동 가정
엄지어린이집 237-2311 강서1동 민간
예쁜둥지어린이집 070-8816-0424 강서1동 가정
참열매어린이집 236-3451 강서1동 가정
창조어린이집 235-6664 강서1동 복지법인
한사랑영아전담어린이집 276-3690 강서2동 민간
늘봄어린이집 234-7955 복대1동 가정
도토리어린이집 234-3341 복대1동 가정
맑은샘어린이집 236-0525 복대1동 가정
서광어린이집 233-0693 복대1동 민간
시온성어린이집 904-6914 복대1동 가정
심텍복대어린이집 716-0050 복대1동 직장
아이꿈어린이집 232-4943 복대1동 가정
이들세계어린이집 908-2114 복대1동 민간
아침햇살어린이집 235-0703 복대1동 가정
지웰프라임어린이집 231-4300 복대1동 민간
청주아이맘어린이집 235-1617 복대1동 민간
현대어린이집 238-4800 복대1동 가정
따스손어린이집 232-1616 복대2동 가정
사랑가득어린이집 271-5739 복대2동 가정
샘물가득어린이집 232-9719 복대2동 가정
시온어린이집 236-4017 복대2동 민간
새충북어린이집 267-5353 봉명1동 민간
신봉어린이집 274-3072 봉명1동 민간
예원어린이집 268-2826 봉명1동 민간
조은홍익어린이집 269-2702 봉명1동 민간
365열린어린이집 272-3650 봉명2동 국공립
별나라어린이집 263-0907 봉명2동 민간
봉명어린이집 276-9316 봉명2동 복지법인
새봄어린이집 271-9919 봉명2동 가정
서울어린이집 264-4245 봉명2동 민간
보건행정타운어린이집 719-0228 오송읍 직장
한사랑어린이집 236-5670 오송읍 가정
호수어린이집 265-9777 오송읍 가정
꽃밭가득어린이집 268-4511 신봉동 가정
아이숲어린이집 272-5432 신봉동 가정
청주숲어린이집 268-9330 운천동 민간
해사랑어린이집 267-7500 운천동 민간

■ 24시간 어린이집
365 열린어린이집 272-3650 봉명2동 국공립
성화4 어린이집 259-7979 성화동 국공립
성화5 어린이집 239-5550 성화동 국공립
참해맑은어린이집 235-7652 가경동 가정
행복나무어린이집 287-0035 용암2동 가정

■ 시간제어린이집
훈민정음어린이집 233-2380 강내면 민간
충북대부설어린이집 268-3553 개신동 법인
심익키즈스쿨어린이집 263-8209 개신동 가정
엄지어린이집 285-4241 금천동 가정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222-6660 내덕1동 국공립
자연어린이집 286-0356 모충동 민간
아이들세계어린이집 908-2114 복대동 민간
사천한마음어린이집 212-4937 사천동 민간
예담어린이집 292-5840 수곡동 민간
청운어린이집 259-3143 영운동 민간
동심의나라어린이집 294-3241 용암동 민간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가온누리어린이집 214-8223 내수읍 복지법인
베다니어린이집 277-7114 사직2동 복지법인
보현어린이집 213-1173 사천동 복지법인
성마야어린이집 266-2222 봉명2동 법인외 장애아
창조어린이집 235-6664 강서1동 복지법인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갈릴리어린이집 212-3211 율량동 법인
보리수어린이집 211-1171 율량동 법인
산남어린이집 288-1436 수곡1동 국공립

■ 영아전담 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294-1519 용암1동 민간
뉴비전어린이집 286-8003 분평동 민간
은물어린이집 255-0508 수동 민간
인우어린이집 253-1889 수동 법인/시간연장
지구어린이집 264-9956 사창동 법인
패밀리어린이집 274-3727 사직2동 민간
한사랑어린이집 276-3690 문암동 민간
해나라어린이집 221-1422 금천동 민간/시간연장
보람어린이집 214-5501 내수읍 법인
초정어린이집 214-0148 내수읍 법인

■ 베이비시터 가정 파견
청주 YWCA 268-3707 봉명동 초등저학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264-1817 모충동 시간제, 종일제
충북청주시민센터 264-8846~8 사창동 5세이하 영유아
참조은베이비시터 224-0077 우암동 사설 무보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265-8219 사직동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259-8120 신봉동
청주상당노인복지관 288-3060 지북동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255-2144 수동
청주가경노인복지관 236-0228 가경동
청주내덕노인복지관 216-9810 내덕동
청주서원노인복지관 297-1800 산남동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

흥덕시니어클럽(구 청주) 237-0228 복대동
우암시니어클럽 256-0224 우암동
상당시니어클럽(구 수동) 255-6080 수동
서원시니어클럽(구 수곡) 285-6080 산남동
청원시니어클럽 218-1912 오창읍
청남시니어클럽 292-1912 지북동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청주노인복지센터 259-3331 수동
청주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 288-3060 지북동
영운카리타스노인종합센터 222-9633 영운동
산남노인복지센터 288-1435 수곡동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276-2496 원평동
현양노인복지센터 266-0957 신봉동
초정노인복지센터 213-6800 내수읍

주요 노인 요양 시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98-9011 미평동
청주시노인전문병원 220-8000 장성동
하나노인전문병원 270-8114 죽림동

현양노인복지센터 266-0957 운천동
서청주노인전문요양원 239-7890 강서1동
성심노인전문요양원 214-8502 사천동
소망의집 216-1995~6 주중동
충청노인요양원 225-8006~7 우암동
효부마을 231-9063 옥산면
휴먼케어 212-9194~5 오창읍 
흥덕실버노인요양원 237-6697 현암동
세종노인요양병원 238-5656 가경동

<요양시설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
www.longtermcare.or.kr

노인복지

청주시장애인복지관 275-7411 신봉동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295-2505 미평동
충북곰두리체육관 216-0031~3 사천동
충북재활의원 271-8150 신봉동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716-2166 복대동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264-1616~7 수곡동
충북수화통역센터 233-5614 복대동
청주시수화통역센터 266-5616 신봉동
무지개도서관 237-5544 복대1동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95-4244 수곡2동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296-9493 용암동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96-1243 수곡1동
수레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3-9428 남주동
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21-2850 복대동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241-0030 내수읍
청주베다니센터단기보호시설 277-7043 사직2동
청주시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223-7112 내덕동
청주시농아인주간보호센터 216-1313 사천동
행복센터(주간보호) 254-7416 율량동
우리누리주간보호센터 272-5262 모충동

장애인 이용 시설

지역 사회복지기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16-4004 율량동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88-1428 수곡동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36-3600 복대2동
용암종합사회복지관 293-9191 용암동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66-4761 신봉동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34-3744 복대1동
청주건강가정지원센터 263-1817 모충동

자원봉사기관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225-1365 성안동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298-1365 용암1동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교육지원기관 / 상담센터
충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8-2000 문화동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5-1388 중앙동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7-1388 송정동
청주 Wee센터(교육청) 270-5857 사직동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261-0700 송정동
청주시청소년수련원(문의) 297-9009 문의면
충북 청소년성문화센터 258-8001 지북동 
청주시 상당 청소년문화의집 258-7942 수동
충북청소년 활동진흥센터 220-6821 문화동

청소년

충청리뷰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충청타임즈

흥덕시니어클럽

CBS

호수도서관

온종일돌봄 운영
비봉초 병설유치원 217-9469 오창읍 구룡리 

시간연장 어린이집
다예린어린이집 217-7860 오창읍 가정
다정어린이집 286-3369 오창읍 가정
명성어린이집 218-5576 오창읍 가정
목령어린이집 214-2323 오창읍 국공립
샘터어린이집 904-5580 오창읍 가정
펀키즈어린이집 216-1125 오창읍 가정
푸른하늘어린이집 213-2004 오창읍 가정
해맑은 어린이집 213-0801 오창읍 가정

지역아동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216-9077 오창읍
에바다지역아동센터 218-2268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 216-3060 오창읍
육아종합지원센터 241-0121 오창읍

오창 · 옥산 지역

시간연장 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213-8707 내수읍 민간

지역아동센터
내수지역아동센터 214-7512 내수읍
내수희망지역아동센터 213-9566 내수읍 토요운영
비홍지역아동센터 217-0768 내수읍
온누리지역아동센터 212-0192 내수읍
북이지역아동센터 211-8720 북이면

내수 · 북이 지역

오송 · 강내 지역
시간연장 어린이집 / 야간돌봄
행정타운청사어린이집 719-0228 오송읍 공립
한사랑어린이집 236-5670 오송읍 가정
호수어린이집 265-9777 오송읍 가정

훈민정음어린이집 233-2380 강내면 민간
오송유치원 235-8508 오송읍

공공보건 / 복지
오송 보건지소 251-4751~2 오송읍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34-5479 오송읍
오송시립도서관 201-4167 오송읍

지역아동센터
사랑모아아동센터 070-8882-4007 오송읍
오송지역아동센터 231-9169 오송읍
강내지역아동센터 235-0969 강내면
다락지역아동센터 233-1258 강내면
월곡지역아동센터 237-9810 강내면

흙살림

오창엘리트어린이집

송대엘리트어린이집

네오텍
유래

에스비넷

진성테크

구름한지
세가지컴퍼티

서진씨앤에스

티케이아이디

청주생협

충북문화예술인회관

두성산업

용호산업

다우산업

아하식품

진주산업

비앤지

이니텍
이일화학

산전정밀

화양F&S산과들F&C

토마스엔지니어링
쓰리에스케미컬
지엘스

세화에너지

나누리식품

케이씨푸드

앤에스월드

가남

에버코트

에버코스

지우텍

혜인전기

창명제어기술

써니플라테크

거송종합식품

자화전자

한국JCC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
청주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청주장애인심부름센터
청주수화통역센터

청주시장애인복지센터

남들어린이집

금속활자교육관

근현대인쇄전시관

상 당 산 성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

사랑모아지역아동센터

←

청주IC, 오송역
←

남
청

주
IC

, 대
전

←

낭성, 미원
→

여성친화자원지도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215-9195, 217-9195Tel (043)

여성 가족 복지

각종 상담 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지북동
청주복지재단 직지C&N센터 222-3820 성안동
가정법률상담소 257-0088 북문로2가
청주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 264-1366 복대2동
충북원스톱지원센터 272-7117 사직1동
청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 252-0968 서운동
청주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 252-0969 서운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268-3007 봉명2동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255-8297 북문로2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24-9414 서운동
청주풀이센터 286-7114 수곡2동

여성복지 (여성 보호 시설)
상록수 269-2070 남이면 
청주모자보호시설 해오름 285-4438 운동동

다문화가족지원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263-1817 모충동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263-0041 오창읍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23-5254 북문로2가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255-2974 영동

정신건강센터
충북광역정신건강센터 217-0597 개신동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298-0199 남일면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291-0199 수곡2동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234-8686 비하동

공공보건
서원보건소 201-3215 서원구청내
흥덕보건소(별관) 201-3392 수동
상당보건소 201-3117 남일면
청원보건소 201-3421 오창읍
강서보건지소 201-3581 강서동
용암보건지소 201-3502 용암1동

산후/ 가사 도우미 파견 기관
우렁각시 287-9091 사창동
해피케어 275-3579 복대동
청주YWCA 268-3707 봉명동

환자 간호간병사 파견 기관
충북사회교육센터 275-6062 사직1동
휴먼케어 212-9194 오창읍
청주YWCA 269-4200 봉명동 

가족문화시설
청주예술의 전당 201-2302 사직동
청주아트홀 201-4355 사직동
충북중앙도서관 267-4591 사직동
청주시립도서관 201-4050 용암1동
청원도서관 201-4122 사천동
상당도서관 201-4092 수동
흥덕도서관 201-4202 복대동
청주시립 오송도서관 201-4167 오송읍
오창호수도서관 201-4235 오창읍
신율봉어린이도서관 201-4225 복대동
청주 기적의도서관 283-1845 수곡동
청주흥덕문화의집 274-7500 사직1동
청주문화의집 223-0686 석교동
국립청주박물관 229-6300 명암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1-4266 운천동
근현대인쇄전시관 201-4285 운천동
청주백제유물전시관 263-0107 신봉동
한국공예관 268-0255 운천동
예술공장 두레 211-0752 북이면
극단 새벽 286-7979 수곡2동
청주시립미술관 201-2650 사직동
대청호미술관 201-0911 문의면
라폼므현대미술관 287-9625 용정동
쉐마미술관 221-3269 내수읍
스페이스몸 236-6622 가경동
신미술관 264-5545 사직동

여성 생활체육시설
청주실내수영장 270-8522 사직동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297-1070 방서동
충북 학생수영장 254-7251 내덕1동
현대스포랜드 273-2730 사창동

우리누리(주간보호)

지역아동센터 (초등방과후돌봄)

■ 청원구
대명행복한홈스쿨 216-0964 내덕1동
좋은지역아동센터 900-0094 내덕1동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252-5002 내덕1동
청북지역아동센터 253-5730 내덕2동
내수지역아동센터 214-7512 내수읍
내수희망지역아동센터 213-9566 내수읍 토요운영
비홍지역아동센터 217-0768 내수읍
온누리지역아동센터 212-0192 내수읍
북이지역아동센터 211-8720 북이면
동산(청원)지역아동센터 216-9077 오창읍
에바다지역아동센터 218-2268 오창읍
에덴지역아동센터 254-9391 우암동 야간/토요운영
혜민지역아동센터 250-0091 우암동
노리울지역아동센터 265-4055 율량동
대성지역아동센터 213-0116 율량동
밤나무지역아동센터 234-3097 율량동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216-2279 율량동

■ 상당구
꿈꾸는씨앗지역아동센터 254-6314 금천동 야간/토요운영
남청주지역아동센터 250-0407 금천동
비젼지역아동센터 298-1004 남일면
신송지역아동센터 296-2416 남일면
문의지역아동센터 070-7781-7044 문의면
쌀안지역아동센터 287-4055 미원면
방주지역아동센터 253-1392 성안동 토요운영
파랑새지역아동센터 259-6101 영동 야간운영
영운지역아동센터 250-6800 영운동 야간/토요 운영
청주우리지역아동센터 223-6794 영운동 토요운영
경희지역아동센터 296-9333 용암1동
용암지역아동센터 298-3577 용암1동 야간/토요 운영
방서지역아동센터 287-9993 용암2동 야간운영
희망지역아동센터 294-7077 용암2동 토요 운영
신나는지역아동센터 286-7179 용정동
행복한지역아동센터 070-4144-6675 용정동
원광지역아동센터 252-2535 탑대성동 토요운영
하자지역아동센터 070-8252-6388 탑대성동 토요운영

■ 서원구
양무리지역아동센터 262-3379 개신동
남이지역아동센터 070-4149-2345 남이면 토요운영
청주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273-0615 모충동 야간/토요 운영
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 265-7114 사직2동 토요운영
소나무지역아동센터 908-5650 사창동
튜울립지역아동센터 260-4567 사창동
성화지역아동센터 238-2249 성화동
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 237-9037 성화동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288-9192 수곡1동
세현지역아동센터 283-0190 수곡1동
광성지역아동센터 292-0313 수곡2동
사랑의울타리지역아동센터 288-7414 수곡2동 야간운영
남부지역아동센터 291-5585 수곡2동
비추리지역아동센터 286-0911 수곡1동
현도지역아동센터 269-0010 현도면

■ 흥덕구
가경지역아동센터 231-9681 가경동 토요운영
가로수마을지역아동센터 231-2248 가경동
꿈꾸는배움터 231-3838 가경동
서부지역아동센터 232-8500 가경동
서원지역아동센터 233-7578 가경동
강내지역아동센터 235-0969 강내면
다락지역아동센터 233-1258 강내면
월곡지역아동센터 237-9810 강내면
로뎀지역아동센터 232-5054 강서1동
평화지역아동센터 235-7004 강서1동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237-1487 복대1동 야간운영
미라클지역아동센터 296-1003 복대2동
백양지역아동센터 070-8627-1522 복대2동
한우리지역아동센터 237-5770 복대2동 토요운영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266-7179 복대동
푸른꿈지역아동센터 263-5793 봉명1동 토요운영
봉명지역아동센터 271-2814 봉명2동
봉정지역아동센터 275-3396 봉명2동 토요운영
한무리지역아동센터 070-4085-8297 봉명2동 토요운영
강서지역아동센터 237-2070 서촌동
사랑모아지역아동센터070-8882-4007 오송읍
오송지역아동센터 231-9169 오송읍 야간운영
옥산지역아동센터 260-9861 옥산면
늘푸른지역아동센터 070-7760-8291 운천동 토요운영
다니엘지역아동센터 272-0815 운천동 야간/토요 운영
동산(청주)지역아동센터 273-5075 운천동 야간운영
새자연지역아동센터 271-5181 운천동

충북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www.cbwo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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