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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금융기관명 지 점 명 주 소

1

농협은행(중앙회)

목포신안
시군지부

목포시 후광대로 114

2 목포시청출장소 목포시 양을로 203

3 동명동 지점 목포시 산정로 18-1

4 목포2호광장 지점 목포시 영산로 227

5 목포중앙지점 목포시 삼일로 10

6 신목포지점 목포시 비파로 34

7 자유시장지점 목포시 자유로 121

8

광주은행

목포시청지점 목포시 양을로 203

9 목포지점 목포시 영산로 93

10 북항지점 목포시 고하대로 668

11 용당동지점 목포시 영산로 302

12 하당지점 목포시 신흥로 50

13

목 포 농 협

본 점 목포시 영산로 659

14 대성지점 목포시 북항로 1

15 해안지점 목포시 번화로 49

16 산정지점 목포시 산정로 279

17 하당지점 목포시 비파로 107

18 용당지점 목포시 영산로 329

19 북항지점 목포시 청호로 194-1

20 용해지점 목포시 용해지구로 7

21 신부흥지점 목포시 남악2로 3

상품권안내 자주묻는질문(Q&A) 상품권 이용규약

사용가맹점조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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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컬지점 목포시 송림로40번길 9

23

목포원예농협

본 점 목포시 영산로 575

24 신도심지점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25

25 상동지점 목포시 상리로 15번길 29

26 부흥지점 목포시 당가두로 34-1

27
목포양계농협

광전지점 목포시 부흥로 7

28 신용해지점 목포시 삼학로 329

29
목포무안신안축협

목포지점 목포시 옥암로 94

30 옥암지점 목포시 통일대로 93

31

목포신용협동조합

본 점 목포시 비파로 35

32 중앙지점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6

33 용당지점 목포시 용당로 223

34
용해신용협동조합

본 점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16

35 용해지점 목포시 용당로 308

36
북교신용협동조합

본 점 목포시 옥암로 73

37 불종대지점 목포시 불종대길 30-1

38
꿀벌신용협동조합

본 점 목포시 옥암로 191

39 남교지점 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35

40

중앙새마을금고

본 점 목포시 백년대로 294

41 유달지점 목포시 영산로59번길 13

42 연동지점 목포시 산정로50번길 3

43
삼학새마을금고

본 점 목포시 옥암로 121

44 동명지점 목포시 산정로6번길 31

45 동부새마을금고 본 점 목포시 영산로245번길 9-1

46 산정새마을금고 본 점 목포시 청호로 106

47
국민새마을금고

본 점 목포시 마인계터로38번길 1

48 연산지점 목포시 원산중앙로 62

49

목포수협

본점 목포시 해안로 145

50 하당지점 목포시 백년대로 326

51 북부지점 목포시 원산로 60

연번 금융기관명 지 점 명 주 소

(http://www.mokpo.go.kr)



52 삼학지점 목포시 용당로 47

53 용당지점 목포시 용당로 201

54
신안군수협

본점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34-6

55 목포지점 목포시 수강로4번길 19

56 목포대성신용협동조합 산정지점 목포시 양을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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