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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계약체결 의료기관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21세기하나내과의원 061-280-2800 목포시 백년대로 291, (상동) 

2 그린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8-8883 목포시 청호로 154, (산정동) 

3 김태균내과의원 061-284-1291 목포시 정의로 4-10, (옥암동) 3층

4 다윗365내과의원 061-281-0365 목포시 용해지구로 85, (연산동) 3층층

5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목포시 백년대로 303, (상동) 

6 목포미즈아이병원 061-260-8000 목포시 백년대로 418, (옥암동) 

7 목포아동병원 061-801-8000 목포시 옥암로 149, (상동) 

8 목포연합의원 061-273-8575 목포시 원산중앙로 89, (연산동,2층) 

9 목포예향병원 061-245-0575 목포시 삼학로223번길 38, (산정동) 

10 목포제일의원 061-801-7775 목포시 영산로 304, (용당동) 1,2층

11 목포한국병원 061-270-5768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12 목포한사랑병원 061-280-5500 목포시 백년대로 335, (상동) 

13 목포현대병원 061-272-7588 목포시 용당로 322-1, (용해동) 

14 박창현내과의원 061-277-2456 목포시 청호로 128-1, (산정동) 

15 연산제일의원 061-274-7400 목포시 원산중앙로 96, (연산동) 2층

16 오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6-7615
목포시 청호로 176, (산정동, 쥬빌리메디칼
센타) 

17 올바른정형외과의원 061-240-3026 목포시 양을로 151, (산정동) 

18 용해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9-0366 목포시 용해지구로 12, (용해동) 2층

19 우리가정의학과의원 061-272-3551
목포시 청호로 206, (산정동, 신안비치팔레
스상가) 2층 207,208호

20 웰빙의원 061-282-9980 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3, (옥암동) 

21 목포중앙병원 061-280-3212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22 전남중앙병원 061-260-3000 목포시 고하대로 724, (산정동) 

23 정가정의학과의원 061-277-6998
목포시 용해지구로 11, (용해동) 플러스약
국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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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일내과병원 061-287-8000 목포시 섶나루길 126, 126

25 코앤소리 이비인후과의원 061-801-8200
목포시 백년대로 304, (상동, 4층,6층일부,7
층) 

26 프랑스의원 061-279-0683 목포시 원산중앙로 89, (연산동) 2층

27 하당드림이비인후과의원 061-281-7075 목포시 백년대로 295, (상동) 2층

28 하당목포이비인후과의원 061-802-2200 목포시 백년대로 391, (옥암동) 

29 현대가정의학과의원 061-277-4375 목포시 원산중앙로 46, (산정동) 2층

30 홍인연합의원 061-243-7520 목포시 북항로 50-1, (죽교동) 

31 힘찬우리의원 061-272-0575
목포시 포미로 16, (용해동, 이노티) 2층 힘
찬우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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