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28일 (화) 기준

구분 일자 영업국 지점 시간 장소 주소 연락처 비고

1 중부 이천 10:00~11:00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 6-1,2층(중리동) 031-635-5419

2 충남 당진 11:30~13:30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시청2로 8,4층(수청동) 041-357-3440 □ 3회 개최

3 충북 중청주 10:00~11:00 중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199번길 3,4층(복대동) 043-238-7733 □ 2회 개최

4 중앙서 양천 10:30~11:30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50길 25,3층(신정동) 02-2607-0907 □ 2회 개최

5 중앙서 삼송 10:30~11:30 삼송지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68,401호(삼송동) 02-381-9183

6 중부 용인 10:00~11:00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12번길 11-1,2층(초원빌딩) 031-281-5127

7 경기 서수원 10:30~11:30 서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0번길 69, 가동 402호(우만동,아이월드) 031-244-9345 □ 2회 개최

8 경기 동수원 10:30~11:30 동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20-7, 2층 031-215-2606 □ 2회 개최

9 경기 시흥 10:30~11:3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3,403호(신천동,유암빌딩) 031-404-0127

10 경기 안양 10:30~11:30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70,5층(안양동) 031-442-2761

11 경기 서인천 10:30~11:30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건지로 405-1,4층(가좌동,근린생활시설1동) 032-583-2500

12 경기 검암 10:30~11:30 검암지점 인천시 서구 승학로 567,2층(검암동,제일빌딩) 032-561-4843 □ 2회 개최

13 충남 당진 11:30~13:30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시청2로 8,4층(수청동) 041-357-3440 □ 3회 개최

14 경북 안동 11:00~12:00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40,2층(옥야동) 054-852-0428

15 경북 새대구 11:00~12:00 새대구지점 대구시 달서구 이곡서로 66,3층(이곡동) 053-581-1102

16 경북 상인 10:30~11:30 상인지점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240,4층(송현동) 053-621-1840

17 대구 서대구 10:00~11:00 서대구지점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30-1,2층(대명동) 053-554-5059

18 울산 방어진 10:00~11:00 방어진지점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88,3층(화정동) 052-252-3030 □ 울산영업국 전지점 합동실시

19 경남 남창원 10:30~11:30 남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511호(중앙동,뉴올림피아) 055-275-3861

20 중앙동 성남 10:30~11:30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5,6층(수진동,써미트빌딩) 031-754-1834

21 중앙동 강동 10:30~11:30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237, 5층(둔촌동, 신라빌딩) 02-477-5624

22 중앙동 구리 11:00~12:00 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305호(인창동,화성골드프라자) 031-566-5588

23 중부 여주 10:00~11:00 여주지점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65-25,2층(홍문동) 031-886-2626

24 중부 원주 10:00~11:00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41,2층(인동) 033-763-6363

25 충남 당진 11:30~13:30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시청2로 8,4층(수청동) 041-357-3440 □ 3회 개최

26 충남 천안 10:30~11:20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30,5층(쌍용동,환산빌딩) 041-577-0341

27 호남 무등 10:30~11:30 무등지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071,2층(화정동,광주은행서광주지점) 062-364-0026

28 경북 김천 10:30~11:30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평화순환길 248,2층(평화동) 054-433-7410

29 부산 진부산 10:30~11;30 진부산지점 부산시 동구 조방로26번길 9,3층(범일동) 051-633-1483

30 부산 김해 10:30~11;30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34, 아카데미빌딩 703호 055-327-5677 □ 4회 개최

31 중앙서 부천 10:30~11:30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505번길 7,3층(심곡동) 032-613-6480

32 중부 속초 10:00~11:00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39,2층(교동) 033-635-9938

33 충남 대전 10:30~11:30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31-5 (금성출판사 2층) 042-254-3162 □ 대전권 전지점 합동실시

34 포항 신포항 10:30~11:30 신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49, 3층(해도동,중산빌딩) 054-251-8266 □ 포항영업국 전지점 합동실시

35 경북 남안동 11:30~12:30 남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40,2층(옥야동) 054-854-2428

36 대구 동대구 10:00~11:00 동대구지점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24,3층(대명동) 053-473-5292

37 부산 동부산 10:40~11:30 동부산지점 부산시 동래구 석사북로 53,2층(온천동,금강빌딩) 051-503-9973

38 중앙동 하남 11:00~12:00 하남지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9,1007호(망월동,미사역타워) 031-796-5775

39 중앙서 김포 11:00~12:00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6,4층(감정동) 031-983-0289

40 중부 동이천 10:00~11:00 동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 46,4층(창전동) 031-635-9552

41 충북 남청주 10:00~11:00 남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84, 2층 043-275-7701 □ 2회 개최

42 대구 남대구 10:00~11:00 남대구지점 대구시 남구 봉덕로 99,3층(봉덕동) 053-476-0105

43 중앙동 남양주 10:30~11:30 남양주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57-2,3층(호평동) 031-591-8958

44 경기 동탄 10:30~11:30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36-12, 401호 (진안동) 031-221-0557

45 충북 북청주 10:00~11:00 북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60,3층(복대동) 043-263-0035

46 부산 김해 10:30~11;30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34, 아카데미빌딩 703호 055-327-5677 □ 4회 개최

47 중앙서 일산 10:30~11:30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5,307호(대우시티프라자) 031-914-8773

48 경기 북수원 11:00~12:00 북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41번길 8, 이조빌딩 3층 031-254-2606

49 충북 서청주 10:00~11:00 서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82,3층(사창동) 043-255-2088

50 중앙서 양천 10:30~11:30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50길 25,3층(신정동) 02-2607-0907 □ 2회 개최

51 중부 처인 10:30~11:30 처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99,3층(유방동) 031-339-0674

52 경기 서수원 10:30~11:30 서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0번길 69, 가동 402호(우만동,아이월드) 031-244-9345 □ 2회 개최

53 경기 동수원 10:30~11:30 동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20-7, 2층 031-215-2606 □ 2회 개최

54 경기 수지 10:30~11:30 수지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296번길 33, 2층 031-276-5126

55 경기 검암 10:30~11:30 검암지점 인천시 서구 승학로 567,2층(검암동,제일빌딩) 032-561-4843 □ 2회 개최

56 충북 남청주 10:00~11:00 남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84, 2층 043-275-7701 □ 2회 개최

57 충북 동청주 10:00~11:00 동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4번길 1,2층(서운동) 043-253-7744

58 충북 중청주 10:00~11:00 중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199번길 3,4층(복대동) 043-238-7733 □ 2회 개최

59 대구 달서 10:00~11:00 달서지점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 2690,2층(대곡동) 053-655-1118

60 중앙동 천호 10:30~11:30 천호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11,2층 02-427-8831

61 중앙동 경기광주 10:30~11:30 경기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1,2층(경안동,은광빌딩) 031-767-5586

62 경기 오산 10:00~11:00 오산지점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6, 202호 031-376-8778

63 부산 김해 10:30~11;30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34, 아카데미빌딩 703호 055-327-5677 □ 4회 개최

64 부산 정관 11:00~12:00 정관지점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35,4층(방곡리) 051-722-6862

65 경남 동마산 10:30~11:30 동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03, 3층(합성동) 055-245-3309

66 경남 진해 10:30~11:30 진해지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3-1,3층(여좌동,OK동물병원) 055-545-3881

67 경남 북창원 10:30~11:30 북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번길 25,3층(소답동) 055-265-2282

68 경남 서진주 10:30~11:30 서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동진로 96,3층(상대동) 055-759-9940

69 중앙서 고양 10:30~11:30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64,705호(삼진빌딩) 031-965-7171

70 중부 강릉 10:30~11:30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01,2층(옥천동) 033-648-8896

71 중부 춘천 10:00~11:00 춘천지점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43,3층(효자동) 033-254-2488

72 충북 충주 10:00~11:00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성서5길 11, 3층 043-847-0604

73 중앙동 강북 10:30~11:30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67, 아름빌딩 8층 02-987-0112

74 중앙동 의정부 10:30~11:30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37,704호(금오동,신세계프라자) 031-841-2406

75 중앙동 마포 11:00~12:00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1,402호(합정동) 02-332-6460

76 중앙서 광명 10:30~11:30 광명지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30번길 24,4층(철산동,서울종합빌딩) 02-2689-0707

77 경기 평택 10:30~11:30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25번길 33 031-655-4169

78 경기 서평택 10:30~11:30 서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39,201호(현화리,주광빌딩) 031-686-6505

79 경기 안성 10:30~11:30 안성지점 경기도 안성시 백성1길 30,2층(금산동) 031-674-4169

80 전남 동순천 10:00~11:00 새마을금고(광양읍점)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새마을금고 광양읍점 3층 회의실 061-723-6320 □ 전남영업국 전지점 합동실시

81 부산 양산 10:30~11:30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옥곡7길 16,3층(문화빌딩) 055-385-2653

82 부산 김해 10:30~11;30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34, 아카데미빌딩 703호 055-327-5677 □ 4회 개최

83 7/28일 (목) 대구 경주 10:00~11:0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원화로 388-1,2층(동천동) 054-771-8033

7/7일 (목)

7/8일 (금)

[ 2022년 7월 지점별 사업설명회 일정 (일자별) ]

□ 사업설명회 : 72개지점 83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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