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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명 법정동 주소 우편번호 전화

남평(��)읍행정복지센터

남평리 ,대교리 동사리, 교촌리 교원리, 서산리 

오계리, 상곡리 우산리, 남석리, 풍림리, 노동리, 

광촌리, 수원리 광이리, 평산리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2-7 58227 339-3503

세지(��)면행정복지센터
오봉리, 대산리, 내정리, 동곡리, 죽동리, 송제리

, 교산리, 벽산리, 성산리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12 58318 339-3609

왕곡(��)면행정복지센터

덕산리, 본양리, 옥곡리, 송죽리, 신포리, 월천리

, 화정리, 행전리, 신원리, 신가리, 양산리, 장산

리

나주시 왕곡면 터진목길 10 58296 339-3634

반남(��)면행정복지센터
흥덕리, 석천리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청송리 

성계리
나주시 반남면 자미로 6 58302 339-3658

공산(��)면행정복지센터
금곡리, 남창리, 백사리, 신곡리,중포리, 가송리, 

동촌리, 화성리, 상방리, 복용리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28-4 58290 339-3683

동강(��)면행정복지센터
인동리, 월량리, 진천리, 대전리, 장동리, 옥정리

, 곡천리, 대지리, 월송리, 양지리, 운산리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28 58292 339-3534

다시(��)면행정복지센터

영동리, 월태리, 가운리, 복암리, 가흥리, 신석리

, 죽산리, 문동리, 동당리, 송촌리, 동곡리, 청정

리, 운봉리, 신광리, 회진리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175-24 58203 339-3709

문평(��)면행정복지센터

안곡리, 송산리, 북동리, 동원리, 대도리, 계로리

, 학교리, 국동리, 옥당리, 산호리, 학동리, 오룡

리

나주시 문평면 체암로 302 58204 339-3734

노안(��)면행정복지센터

금동리, 장동리, 학산리, 도산리, 유곡리, 계림리

, 안산리, 용산리, 구정리, 영평리, 금안리, 오정

리, 양천리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14 58209 339-3759

금천(��)면행정복지센터
오강리, 고동리, 광암리, 신천리, 죽촌리, 월산리

, 동악리, 석전리, 촌곡리, 신가리, 원곡리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34 58215 339-3559

산포(��)면행정복지센터
매성리, 신도리, 송림리, 화지리, 산제리, 등수리

, 등정리, 내기리, 덕례리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68-15 58214 339-3584

다도(��)면행정복지센터
판촌리, 송학리, 풍산리, 덕동리, 궁원리, 신동리

, 방산리, 마산리, 암정리, 덕림리, 도동리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759 58319 339-3784

봉황(��)면행정복지센터

죽석리, 철천리, 각동리, 송현리, 장성리, 유곡리

, 옥산리, 용전리, 와우리, 황용리, 신동리, 욱곡

리, 오림리, 덕림리, 운곡리, 용곡리, 만봉리, 덕

곡리

나주시 봉황면 봉황로 753 58307 339-3809

송월(��)동행정복지센터 토계동, 송월동 나주시 송월4길7(송월동) 58253 339-3833

영강(��)동행정복지센터 안창동, 삼영동 나주시 삼영1길 8(삼영동) 58264 339-3854

금남(��)동행정복지센터
교 동, 서내동, 산정동, 경현동, 보산동, 금계동, 

금성동, 남내동, 남외동, 죽림동, 삼도동
나주시 금성관길 9(금계동) 58257 339-3873

성북(��)동행정복지센터
과원동, 성북동, 중앙동, 대호동, 송촌동, 석현동

, 청 동

나주시 나주시 성북2길 6(성북동

)
58255 339-3893

영산(��)동행정복지센터 영산동, 용산동, 관정동, 평산동, 부덕동 나주시 예향로 3872(영산동) 58268 339-3913

이창(��)동행정복지센터 이창동, 대기동, 운곡동, 동수동, 오량동, 진포동 나주시 영산포로 182-7(이창동) 58267 339-3933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빛가람동 나주시 빛가람로 719(빛가람동) 58217 33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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