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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0)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수
정
구
(7)

㉮ 해피케어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1, 708호 (신흥동, 한신프라자) 
http://www.happycare.co.kr

031-716-3519 
(719-5919) 

㉮ (ACE)산모사랑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1, 1026호(신흥동, 한신프라자) 
http://www.sanmopia.com

031-730-2995 
(730-2996) 

㉮ 친정맘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93번길, 2층(단대동)
http://www.mom1004.com 031-605-1515

㉮ 드이자르산후도우미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0, 201호(수진동)
http://www.deizarcare.com

031-759-6966
(759-6968)

㉮ 가온맘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7, 323호(신흥동,신흥역롯데시네마)
http://gaonmom.com

031-732-3535
(732-5335)

㉮ 산모피아 성남분당 
   직영지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44, 917(태평동, 인티움)
http://www.sanmopia.kr

031-778-8038
(778-8039)

㉮ H&T MOM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704호(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http://www.jrdworks.com

070-7747-0499
(031-8017-6954)

중
원
구
(6)

㉮ 산모도우미 119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0번길 11  201호 
http://www.sanmo119.co.kr

031-758-3519
(758-3518) 

㉮ 닥터맘&닥터베베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105번길 36  302호 
http://www.doctormam.com

031-752-5228
(752-6303) 

㉮ 봄빛베스트
   산후관리사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43번길 8 205호
http://springbaby.co.kr

031-755-3575
(755-3570)

㉮ (주)아이미래로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90-5, 201호
http://www.i-mirae.kr 031-757-5992

㉮ 이레아이맘
   성남분당지사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7번길 16, 상가동 214호(은행동)
http://www.ereimom.co.kr

031-707-9215
(070-4700-9900)

㉮ 드림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537-3(성남동)
http://dreamga.co.kr

1670-0628
(031-723-0025)

분
당
구

(17)

㉮ 에스엠천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1  B동128호 
http://www.sm1004.or.kr 

031-719-3514
(719-3514) 

㉮ 참사랑어머니회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 트리폴리스 B동 1010호 
http://www.charmlove.co.kr

031-726-4363
(714-4364) 

㉮ 경기 위드맘케어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11 2층210호(이매동, 청학빌딩)
http://www.withmomcare.com 031-991-2832

㉮ 경기 참조은맘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 407-5호(정자동, 정자역프라자)
http://www.sogoodmom.co.kr

1899-1828
(02-6280-7287)

㉮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성남분당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12, 505호(야탑동, 금탑프라자)
http://www.cnsdifiq.naver.com

031-701-6792
(0504-070-1261)

㉮ 베스트맘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6, 제상가동13 지하1층 103호(금곡동)
http://www.1004suin@daum.net

031-602-3710
(031-719-3710)

㉮ 하트맘케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 702호(구미동 하나프라자빌딩)
http://www.heartmamcare.com

1522-1737
(031-711-1737)

㉮ 금줄산모 
   베이비시터코리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2, 2층 210호(수내동)
http://kumjul.com

719-7746
(031-719-7706)

㉮ 아이맘케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8, 우당프라자 521호 
https://blog.naver.com/juneoflove

031-732-8338
(031-701-0069)

㉮ 누리맘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0, 1185호(정자동, FD비즈니스센터)
http://nourrimom.com/

031-714-9388
(031-5171-3547)

㉮ 조은맘산후도우미
   (성남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0, 705호(구미동,동아그린프라자)  
http://www.조은맘.com 

070-7763-0714
(0504-981-0714)

㉮ 성남YWCA 돌봄센터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3, 4층 401호(야탑동, 일심빌딩)
http://www.snywca.or.kr

031-709-9855
(703-2759)

㉮ 슈퍼맘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로 144, 상가동 지층 B102호(구미동, 무지개마을청구아파트)
http://supermom4.alltheway.kr

031-718-3575
(031-712-8580)

㉮ 사임당 홈케어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12, B1층 209호(서현동, 서현나산플라자)
http://sid35.co.kr

031-713-3575
(031-706-0599)

㉮ (A+)에이플러스산모
   케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1번길 10,여암빌딩 4층 401호
http://www.aplussanmo.modoo.at

031-605-3690
(0504-401-5763)

㉮ (성남분당)다산케어
   센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 보람코아빌딩 405호
http://www.dasanec.co.kr/

031-765-0556
(031-765-0556)

㉮ 산모케어성남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0번지 천사의도시 3차 736호
http://www.sanmocare.com

031-714-6922
(031-602-6922)

㉮ :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 제공기관은 기준 서비스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