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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하당동 우체국 목포시 비파로 101 061-283-0286

국민건강보험공단목포지사 목포시 비파로 106 061-280-9220

교통안전공단목포자동차검사소 목포시 옥암로 153 061-283-5003

하당동 동대본부 목포시 하당로 215 061-283-9119

HBC 호남방송 목포시 하당로 115-1 061-280-1071

이로파출소 목포시 영산로 477 061-272-0112

하당보건지소 목포시 석현로 48 061-270-8203

목포벤처타운 목포시 석현로 46 061-270-8820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시 삼향천로 177 061-288-1000

교육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하당초등학교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27 061-283-0144

영흥중ㆍ고등학교 목포시 삼각로43번길 9 061-283-6012

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양을로532번길 10 061-281-1791

즐거운유치원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33 061-281-0013

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 061-281-2030

전원어린이집 목포시 삼각로 17 061-281-6232

새꿈담은 우리 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241번길 15 061-282-9139

새하얀 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24 061-284-1939

한마음 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197번길 2 061-285-4913

행정복지센터와 직원 기본현황 공지사항

동관내도 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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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214번길 18 5 061-282-7400

엔젤 어린이집 목포시 교육로 81 061-283-3875

석현초등학교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20 061-285-9907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금융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목포농협하당지점 목포시 비파로 107 061-281-5652

목포수협 하당지점 목포시 백년대로323번길 20 061-281-0811

광주은행 상동점 목포시 옥암로 182 061-285-5412

꿀벌신협 목포시 옥암로 182 061-285-3866

삼학새마을금고 청호지점 목포시 석현로 21 061-273-3383

의료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목포한방병원 목포시 하당로153번길 14 061-283-8004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03 061-280-7500

한사랑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35 061-280-5500

동신대부속한방병원 목포시 백년대로 313 061-280-7700

김정형외과 목포시 비파로 124 061-283-7585

경원치과 목포시 옥암로 103 061-281-2737

정가네의원 목포시 비파로108번길 13 061-282-8082

복음내과 목포시 비파로 91 061-284-7575

예닮치과병원 목포시 비파로 91 061-284-7528

이승재치과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0 061-282-0545

소명약국 목포시 비파로124번길 1 061-283-2251

문약국 목포시 비파로 116 061-282-9015

아로마밸리산후조리방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12-1 061-283-3570

미르치과 목포시 백년대로 319 061-280-8811

아름다운병원(요양원) 목포시 백년대로 267 061-287-8161

하나내과 목포시 백년대로 291 061-28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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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형외과 목포시 백년대로 291 061-284-7755

목포아동병원 목포시 옥암로 149 061-801-8000

전남경희의원 목포시 비파로 107
061-287-7588 
061-287-8548

배석치과 목포시 교육로 83 061-283-2875

해찬의원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7 061-281-7588

최신한의원 목포시 백년대로 303 061-284-1275

이정형외과 목포시 비파로 162 061-287-9000

제일내과 목포시 비파로 162 061-287-8000

이경호소아과 목포시 비파로 162 061-287-3200

하이치과 목포시 비파로 162 061-287-2875

서울안과 목포시 비파로 162 061-287-2075

삼성미산부인과 목포시 비파로 162 061-287-6001

하당맑은피부과 목포시 백년대로 295 061-285-2000

드림이비인후과 목포시 백년대로 295 061-281-7075

성모안과 목포시 백년대로 295 061-285-7588

우리고운피부과 목포시 백년대로 327 061-282-6855

경희한의원 목포시 비파로 107 061-287-7588

좋은아침한의원 목포시 비파로 95 061-284-8687

행복한세상의원 목포시 비파로 108번길 17 061-261-0007

연세신경외과 목포시 비파로108번길 16-1 061-283-4088

박완내과 목포시 옥암로 101 061-287-7585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회복지시설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파1차아파트노인정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33 061-281-0094

비파2차아파트노인정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5 061-283-0465

비파3차아파트노인정 목포시 백년대로323번길 20 061-283-2022

광명1차아파트노인정 목포시 석현로 42 061-284-9745

광명2차아파트노인정 목포시 옥암로 167 061-284-2642

대송베스트빌아파트노인정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20-1 061-281-6762(http://www.mokpo.go.kr)



대송베스트빌아파트노인정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20-1 061-281-6762

빌리앙뜨노인정 목포시 옥암로 174 061-284-7796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목포시 하당로205번길 18 061-285-2813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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