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동 구

대구혜인학교

053)581-16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6-1, 지하

강동어르신행복센터

053)662-4053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90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053)644-8310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53)983-9100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31길 9-6

053)526-9988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대구아름다운학교

053)527-035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53)636-55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대구종합복지관

053)964-3335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6길 67

삼일야간학교

053)527-2503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51-3, 2층

안심종합사회복지관

053)962-4137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

상인종합사회복지관

053)641-1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성서종합사회복지관

053)583-1284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053)666-423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능인고등학교

053)235-44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대구 서구청

053)983-8211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5

053)663-2145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

053)766-6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35길 47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053)231-2443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9길 12

범물노인복지관

053)767-128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99

대구교육문화센터평생교육원

053)552-0118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3

범물종합사회복지관

053)781-2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79

053)944-2979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

서구 자원봉사센터

053)357-1365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99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764-43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6길 78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053)962-3831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41-8312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 28, 2층

지산종합사회복지관

053)581-83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053)953-94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83길 13, 보원빌딩 4층

053)781-5156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053-721-80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

채움평생교육원

053)962-0563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2

053)353-8310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

053)793-9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 49-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634-411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큰고개동산학교

053)942-140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27길 63

053)563-0777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053)746-75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88길 13

서구노인복지관

053)634-72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팔공노인복지관

053)558-8310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8

황금종합사회복지관

053)761-125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1

대구 북구청

053)665-2714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강북노인복지관

053)313-664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1길 21

대불노인복지관

053)381-831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14

053)662-3083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93

053)353-9633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521-2

함지노인복지관

053)326-3394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80

010)2822-0954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16

대구 글사랑학교

053)255-9607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8-4
053)254-256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80 까치아파트

대구 남구청

053)664-2303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2길 5 (평생학습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3)476-77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8길 17

대구YWCA평생교육원

053)629-9050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대구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475-2324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0

대덕노인종합복지관

053)627-9522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137

달성군

중 구
대구내일학교
(초·중등학력인정)

남 구

대구광역시 성인문해교육기관지도

053)323-2297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 9길 10-25

북구노인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서 구

대구 수성구청

053)955-775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4길 17

북 구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

053)962-7282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5길 39

행복한학교

[대구광역시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의]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5층

(053)770-5027

달성군노인복지관

053)617-009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옥포로 13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053)659-432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달성군장애인복지관

053)616-026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053)615-919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사랑나누기도서관
꽃동산학교

053)635-630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28길
19-13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