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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목포시청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061-272-2171

가톨릭회관 목포시 영산로 325 061-272-0804

목포청년회의소 목포시 양을로 204 061-278-6608

용해우체국 목포시 양을로 220 061-273-2205

대한적십자사목포지부 목포시 양을로220번길 5-3 061-272-2807

kbs목포방송국 목포시 양을로 221 061-270-7141

동목포전화국 목포시 용당로 257 061-272-4499

연동지구대 목포시 영산로 259 061-276-1697

한국감정원목포지점 목포시 용당로 210 061-277-5471

재향군인회목포지회 목포시 양을로190번길 2 061-276-5061

산정우체국 목포시 산정로 162 061-273-5305

적십자사 서부봉사관 목포시 양을로220번길 7-3 061-272-2807

산정천주교회 목포시 노송길 32-6 061-274-1004

새마을운동목포지회 목포시 연산로 34 061-242-9500

교육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목포고등학교 목포시 동부로52번길 1-2 061-279-0039

목상고등학교 목포시 소영길 13 061-800-0202

마리아회고등학교 목포시 양을로 229 061-279-1380

유달중학교 목포시 산정로 171 061-279-4023

행정복지센터와 직원 기본현황 공지사항

동관내도 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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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초등학교 목포시 산대로 26 061-272-8004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금융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농협2호광장지점 목포시 영산로 227 061-276-5101

목포농협용당지점 목포시 영산로 329 061-274-4501

목포동부새마을금고 영산로245번길 9-1 061-276-6240

종교단체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동문교회 목포시 소영길 27-7 061-278-3851

구세군교회 목포시 동부로5번길 16 061-279-5772

동부중앙교회 목포시 산정로171번길 15 061-276-0191

새목포제일교회 목포시 양을로180번길 10-4 061-274-2185

시온교회 목포시 동명로 108-1 061-274-1643

사회복지시설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명도복지관 산정로199번길 25 279-4879

용산경로당 산정언덕로36번길 10 277-2666

산정경로당 호정로37번길 25 276-5604

미주경로당 산정로248 276-8748

청호경로당 동부로58번길 6 273-7939

동목포경로당 동부로46번길 36 278-7100

용인경로당 용당로243 272-1957

송림경로당 송림로21번안길 9 278-3039

용당아파트경로당 송림로 5 276-3695

에드가채움아파트경로당 소영길 43 272-0767

용당1동경로당 소영길27-6 276-7108

산정2동경로당 산정언덕로 9 27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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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로당 신촌로13번길 11 272-7977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

기관ㆍ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강남 한의원 목포시 영산로 287 061-272-8844

대명 한의원 목포시 영산로 267 061-278-2378

서울 한의원 목포시 영산로 337 061-273-2340

동양 한의원 목포시 산정로 163-2 061-278-0232

김한성 치과 목포시 영산로 287 061-272-2279

신우 치과 목포시 영산로 247-1 061-243-2875

강내과 목포시 영산로 343 061-277-7477

목포 이빈후과 목포시 영산로 251 061-276-7370

한상빈 외과 목포시 영산로 265-1 061-272-0772

우림 신경외과 목포시 영산로 333 061-279-4111

한빛 안과 목포시 영산로 251 061-27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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