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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전화번호 정원

자혜양로원 삼향읍 수련길 52-12 박은주 281-8844 58

노인요양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전화번호 정원

국화요양원 영산로701,2층 김미례 279-2588 9

동서노인요양원 하당로153번길14 정석희 280-8181 9

미래은빛요양원 원산로59번길 36 채세영 274-2005 9

원네스요양원 삼각로43번길 1 윤향미 278-0125 9

원광노인요양원 하당로153번길 14 이정 280-8191 9

천사의집 영산로10번길 21 김영옥 244-6009 9

한영요양센터 영산로701, 3층 최순덕 278-3512 9

행복요양원 옥암동 969번지5호 고순영 284-1125 9

늘편안한요양원 영산로73번길24-4 문정희 245-2480 25

다니엘요양원 자유로134번길 30 정 승 245-6500 29

동명요양원 백년대로292,5층 이성빈 287-7997 29

목포노인전문요양원 까치머리길 25 이현자 277-5011 60

백세재활요양원 행복동2가 2번지 성보석 245-1007 43

백합원 영산로 635 김주일 281-9141 29

부모섬김전문요양원 호남로 64번길 24 문창부 247-0061 48

사랑으로노인전문요양원 대양로342번길5 홍건숙 285-7114 43

사랑의집요양원 북교길9-1 윤유미 242-6421 20

산책하는 요양원 상동로 21번길 57-15 김준웅 277-6658 43

성모노인요양원 영산로10번길 21 고귀순 242-084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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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요양원 용당로 271 임상민 279-8018 18

우리사랑노인전문요양원 용해로60번길9-1 유경희 276-0196 21

유달요양원 영산로 326 윤연지 278-8887 29

유달효요양원 영산로 322-2 정형욱 277-8253 29

자혜요양원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21 이 훈 281-2143 49

푸른마을 용해동 114-1 김백희 279-7388 150

한국노인전문요양원 삼학로 280 오형열 277-1141 48

후담노인요양원 용당로196번길21 이충배 242-5420 40

남악요양원 남악1로 52번길 35-7 박종미 285-8900 49

평화요양원 평화로130 김미선 285-9300 24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전화번호 정원

노인재가복지센터

센터명 소재지 시설장 전화번호

목포시노인복지관 호남로67번길 5 정병순 278-8515

하당노인복지관 입암로20번길 25 신성화 285-0582

주안노인복지센터 청호로 159 모상후 278-0691

카리타스재가노인복지센터 고하대로 712 김준호 272-2006

부모섬김재가노인복지센터 호남로 24번길 13-1 김수나 247-0061

북교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수문로 57-4 양승구 284-9175

푸른마을재가노인복지센터 삼학로 346 김백희 279-7388

노인복지관 현황

복지관명 주 소 관장 전화번호

목포시노인복지관 호남로67번길 5(호남동) 정병순 278-8516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용당로161번길14(용당동) 강주호 278-0200

하당노인복지관 입암로20번길25(상동) 신성화 285-0582

하나노인복지관 해안로229번길 9-1(영해동1가) 박선희 24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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