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 명동영업부점 

02 )2073-7114 

[도로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남대문로2가) 

[지번]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2. 종로중앙점 

02 )735-4671 

[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인사동)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태화빌딩)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3. 퇴계로점 

02 )757-8291 

[도로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삼부토건빌딩 (남창동) 

[지번]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삼부토건빌딩) 

4. 혜화동점 

02 )745-9671 

[도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60(명륜2가)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21-1 

5. 종암동점 

02 )2073-7114 

[도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4(종암동) 

[지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2외 



경기도 

1. 일동점 

031 )531-9001 

[도로명]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72-1 

[지번]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2-37 

2. 원당점 

031 )964-6654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3(주교동) 

[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20-5 

3. 행신동점 

031 )974-9741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8(행신동) 

[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950-2 

4. 영통점 

031 )205-3111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6(영통동) 

[지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4-2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충청도 

1. 엄사점 

042 )841-5274 

[도로명]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8 



[지번]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182-1 

2. 공주신관점 

041 )856-5983 

[도로명]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76(신관동) 

[지번]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51-1,2 

 

강원도 

1. 춘천남점 

033 )264-4100 

[도로명]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8(석사동) 

[지번]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07-2 

2. 춘천점 

033 )241-2222 

[도로명]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5(중앙로2가) 

[지번]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27-1 

3. 원주단구점 

033 )765-8211 

[도로명]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2(단구동) 

[지번]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1-4 

 

전라도 

1. 여천남점 

061 )684-1151 



[도로명]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54(신기동)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37외 

2. 연향점 

061 )721-0404 

[도로명]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연향동) 

[지번]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24-2 

 

경상도 

1. 진주점 

055 )746-2081 

[도로명]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66(대안동) 

[지번]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7-6 

2. 김해율하점 

055 )322-2561 

[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53, 경보프라자 1,2층 

[지번] 경상북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334-4 경보프라자1,2층 

3. 포항점 

054 )273-3641 

[도로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6(죽도동) 

[지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96-70 

4. 창원점 

055 )282-9851 

[도로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상남동) 

[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6-4 



5. 신안점 

055 )748-3212 

[도로명]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신안동) 

[지번]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제주도 

1. 제주점 

064 )758-6171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82(이도일동) 

[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474-1 

2. 신제주점 

064 )743-1971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57(연동) 

[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3-11 

3. 연북로점 

064 )746-9915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50(노형동) 

[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26-2 

 

대전 

 1. 둔산갤러리아점 

042 )480-2300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2(둔산동)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78 

2. 복수동점 

042 )582-3081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57(복수동)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619 

3. 도마동점 

042 )535-9413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64(도마동)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43-15 외 

4. 둔산크로바점 

042 )485-2110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5(둔산동)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2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5. 정림동점 

042 )584-3701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65번길 6(정림동)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53 

 

인천 

1. 주안북점 

032 )872-9271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33(주안동) 

[지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8-28 



 

부산 

 1. 서면중앙점 

051 )817-8131 

[도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부전동) 

[지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60-5외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2. 명륜동점 

051 )553-6501 

[도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84(명륜동) 

[지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47-6 

3. 덕천동점 

051 )332-8183 

[도로명]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2-1(덕천동) 

[지번]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01-4외 

  

광주 

1. 광주점 

062 )231-5500 

[도로명]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4(금남로4가) 

[지번]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75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대구 

1. 대구점 

053 )252-3306 

[도로명]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1(남일동) 

[지번]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8-3 

- 외화ATM 설치점입니다. 

2. 복현동점 

053 )952-8881 

[도로명]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34(복현동) 

[지번]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426-2 

3. 대구강북점 

053 )324-9981 

[도로명]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39(관음동) 

[지번]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402-6 

4. 동천동점 

053 )322-6161 

[도로명]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419(동천동) 

[지번]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12-2 

 

울산 

울산점 

052 )243-4026 

[도로명]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88(성남동) 



[지번]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