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서울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서울지역

강남중앙 서울 강남구 대치동 1명 02-553-8996
대왕 서울 강남구 세곡동 1명 02-2226-6804

청담동 서울 강남구 청담동 1명 02-542-3127
천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1명 02-482-3730

가양동 서울 강서구 가양동 2명 02-3661-8555
등촌동 서울 강서구 등촌동 1명 02-2651-0999
염창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2명 02-3664-9166

중곡2.4동 서울 광진구 중곡동 1명 02-444-1735
고척1동 서울 구로구 고척동 2명 02-2617-1181
오류1동 서울 구로구 오류동 1명 02-2614-2685

시흥 서울 금천구 시흥동 2명 02-891-1330
더좋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명 02-963-3185
동작 서울 동작구 사당동 2명 02-591-4009

남서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명 02-582-2006
한강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명 02-821-1421

마포역 서울 마포구 도화동 1명 02-713-0324
성암 서울 마포구 상암동 1명 02-374-7447

마포동부 서울 마포구 아현동 1명 02-362-3071
아현 서울 마포구 아현동 1명 02-363-3156
연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명 02-333-7800
신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명 02-393-8275

독립문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2명 02-363-3622
홍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명 02-396-6546
서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 1명 02-536-0560

서초제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2명 02-572-6298
성동중앙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명 02-2291-6586

금호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1명 02-2238-6454
왕십리중앙 서울 성동구 도선동 1명 02-2292-0894
성수2가1동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명 02-463-3444
서울축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명 02-469-9002
옥수동 서울 성동구 옥수동 1명 02-2297-3962
한양 서울 성북구 정릉동 1명 02-914-5425

새종암 서울 성북구 종암동 1명 02-913-5257
마천 서울 송파구 마천동 1명 02-400-4834
송파 서울 송파구 방이동 4명 02-418-8478
목동 서울 양천구 목동 1명 02-2644-4592
도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3명 02-849-6411

종로중부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명 02-762-1052
종로중앙 서울 종로구 창신동 1명 02-763-5929

명동 서울 중구 남산동2가 1명 02-776-3066
청계 서울 중구 신당동 1명 02-2236-7161

묵동화랑 서울 중랑구 묵동 1명 02-973-1919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부산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부산지역

당감1동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명 051-896-1210

금사동 부산 금정구 금사동 1명 051-529-7114

사상중앙 부산 사상구 덕포동 1명 051-305-5501

□ 대구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대구지역

봉산 대구 중구 봉산동 1명 053-424-1628

평리 대구 서구 평리동 1명 053-553-0895

큰고개 대구 동구 신암동 1명 053-958-6012

신천 대구 동구 신천동 1명 053-424-0261

동대구 대구 동구 신천동 1명 053-756-8600

불로봉무 대구 동구 불로동 2명 053-983-6037

대구제일 대구 북구 노원동1가 1명 053-351-0222

새북구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명 053-353-3151

팔달 대구 북구 팔달동 3명 053-312-1290

봉덕3동 대구 남구 봉덕동 2명 053-471-5527

하나 대구 남구 대명동 2명 053-621-0623

남대구 대구 남구 대명동 1명 053-654-6066

대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1명 053-743-7816

중동 대구 수성구 중동 1명 053-763-8983

성당 대구 달서구 성당동 1명 053-655-1201

□ 인천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인천지역

관교문학동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2명 032-429-5501

연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명 032-831-6020

만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 2명 032-463-1436

구월남촌 인천 남동구 구월동 2명 032-465-5189

부평동부 인천 부평구 부평동 1명 032-519-1661

신성 인천 부평구 십정동 1명 032-423-6015

부평 인천 부평구 삼산동 1명 032-514-5001

계양 인천 계양구 작전동 1명 032-542-8111

서인천 인천 서구 심곡동 2명 032-561-9102

서해 인천 서구 가좌동 1명 032-583-0070

서일 인천 서구 가좌동 1명 032-575-8513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광주․전남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광주․전남지역

무진 광주 남구 방림동 1명 062-671-6303

서광주 광주 광산구 송정동 1명 062-944-4502

광주 광주 서구 양동 3명 062-361-3515

태봉 광주 북구 신안동 1명 062-528-8344

중앙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2명 061-662-0088

진남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명 061-643-4080

구봉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명 061-643-1139

새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명 061-651-6201

봉성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1명 061-782-3180

고흥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1명 061-832-2072

산정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명 061-273-3384

해남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1명 061-534-4868

진도연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2명 061-542-9200

담양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2명 061-383-3888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2명 061-374-6233

우리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1명 061-472-2200

함평천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1명 061-322-3343

정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1명 061-351-3900

정남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1명 061-863-9404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대전․세종․충남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대전․세종․충남

지역

으뜸 대전 대덕구 법동 2명 042-634-7710

대전북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명 042-932-0339

가양1동 대전 동구 가양동 2명 042-623-3237

대전동부 대전 동구 가오동 2명 042-282-5867

소제 대전 동구 소제동 1명 042-633-0877

원중앙 대전 동구 원동 1명 042-273-0258

한마음 대전 동구 효동 2명 042-284-5564

유성온천 대전 유성구 봉명동 1명 042-822-6776

탄동 대전 유성구 신성동 4명 042-861-2924

대전 대전 중구 대사동 1명 042-253-0091

대전남부 대전 중구 문화동 1명 042-582-9465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정리 1명 044-862-5500

유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1명 041-841-3066

놀뫼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명 041-733-7001

당진서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1명 041-354-5002

부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1명 041-837-0203

금강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2명 041-836-8600

서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명 041-665-4801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1명 041-542-3211

정우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명 041-542-8770

신례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1명 041-334-6393

천안서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명 041-574-6100

천안남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명 041-566-7488

광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명 041-567-0165

청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1명 041-943-2222

안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명 041-675-1224

홍성중앙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1명 041-634-3020

홍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1명 041-634-4560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울산․경남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울산․경남지역

새중앙 울산 북구 염포동 1명 052-287-0083

현대자동차 울산 북구 양정동 2명 052-215-5000

울산제일 울산 남구 옥동 1명 052-265-5000

강남 울산 남구 신정동 1명 052-272-6503

우리 울산 남구 신정동 1명 052-257-6461

중앙 울산 남구 삼산동 1명 052-266-1600

마창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1명 055-294-9333

진주동부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명 055-756-2805

망경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명 055-759-4060

웅상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2명 055-385-2250

밀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명 055-351-3020

동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명 055-334-3632

새고성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1명 055-672-2113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경기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경기지역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2명 031-584-0380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명 031-975-2298

기아자동차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명 02-801-2420

구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명 031-556-1400

산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명 031-393-4766

북부천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명 032-684-9840

부천제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8명 032-652-0357

부천우리 경기도 부천시 중동 1명 032-657-1027

낙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명 031-778-6000

성남제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명 031-733-7400

성남중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명 031-753-2666

성남동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명 031-740-5400

중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4명 031-721-0121

세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명 031-236-9970

시흥제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명 031-491-1662

안산중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명 031-403-0036

안산서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명 031-492-5544

안성 경기도 안성시 서인동 2명 031-675-3987

안성장학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1명 031-676-6735

동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명 031-422-2700

안양제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명 031-444-7771

안양중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명 031-445-5555

양주중앙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1명 031-845-1100

여주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1명 031-883-3101

오산 경기도 오산시 원동 1명 031-375-3810

서용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명 031-898-2114

의왕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명 031-452-2984

의정부동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명 031-851-0612

의정부서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명 031-877-6819

호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명 031-875-6945

파주중앙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명 031-945-7233

우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명 031-952-2387

파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1명 031-952-6383

서평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2명 031-681-2369

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1명 031-227-7008

화성제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1명 031-356-5461

경기서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2명 031-357-4747

화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명 031-234-0873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강원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강원지역

홍제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명 033-643-4821

삼화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명 033-534-8125

동명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명 033-632-8049

속초중앙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명 033-635-8240

문막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3명 033-734-7279

북원주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명 033-742-9716

서석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1명 033-433-4071

홍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2명 033-439-5300

□ 충북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충북지역

청주중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명 043-259-8361

영운.용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명 043-259-3160

금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명 043-222-3580

서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명 043-234-0650

흥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명 043-269-3191

오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명 043-217-9804

예성 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 1명 043-845-9300

교현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2명 043-847-5021

동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명 043-646-3259

신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2명 043-644-4005

한마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1명 043-882-1500

대동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1명 043-881-7729

애플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4명 043-845-4500



[별첨]

2020년 상반기 채용 새마을금고 현황

□ 전북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전북지역

남원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명 063-633-7601

동남원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2명 063-625-6522

한누리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1명 063-263-7721

태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1명 063-534-4337

금강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1명 063-442-6565

익산중앙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1가 2명 063-841-5313

□ 경북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경북지역

신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명 054-272-0035

상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명 054-282-4406

우성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명 054-777-5551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1명 054-783-3377

내남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1명 054-748-2004

송정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명 054-452-5343

도량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1명 054-442-7206

선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1명 054-481-2250

금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1명 054-334-0259

냉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1명 054-334-0313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1명 053-811-7510

왜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1명 054-971-0502

경명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1명 054-972-2134

중앙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동 1명 054-854-5651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2명 054-859-3111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1명 054-67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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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채용금고 현황

채용지역 채용금고 소재지 채용인원 전화번호

제주지역

신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1명 064-767-2727

의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1명 064-764-4454

산남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2명 064-763-8585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명 064-733-2250

서귀포동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명 064-762-6807

서호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2명 064-739-7144

하원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1명 064-738-0184

호근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1명 064-739-7533

하나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2명 064-753-8080

우리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1명 064-799-2101

납읍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1명 064-799-4666

한솔 제주도 제주시 이도이동 1명 064-757-8800

호남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2명 064-755-6400

제주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4명 064-757-3425

동문 제주도 제주시 일도일동 2명 064-752-0137

북제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2명 064-796-6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