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에 오신 향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족·친지·이웃 등 정겨운 분들과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무안군에서는 군민과 귀성객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

록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 운영기간 : 2020. 1. 24.(금) ~ 1. 27.(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익일 09:00

○ 설치장소 : 군청(주간 : 자치행정과 450-5313, 야간 : 당직실 450-5341), 읍면 총무팀

○ 주요 추진사항 : 민원서류 발급(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

  ☞ 문 의 처 : 민원지적과 450-5413, 무안읍 450-4211, 일로읍 450-4221

      삼향읍 450-4231, 몽탄면 450-4241, 청계면 450-4251, 현경면 450-4261

      망운면 450-4271, 해제면 450-4281, 운남면 450-4291

  ※ 발급가능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62종

◐ 읍면별 쓰레기 수거 안내 ◑

일 자 생활쓰레기(읍․면) 음식물(호남축산) 비고

1. 24.(금) 수  거 수  거

1. 25.(토) 미수거 미수거

1. 26.(일) 미수거 미수거

1. 27.(월) 수  거 수  거

  ※ 문 의 : 읍‧면 주민복지팀

◐ 설 명절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
○ 주차장명 : 무안 낙지공영주차장

○ 개방일시 : 2020. 1. 24.(금) ~ 1. 27.(월) 24:00
○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175
○ 주차대수 : 75대 

2020 설 연휴기간 비상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

  무안병원 응급실 ☏450-3119                             응급환자 ☏국번없이 119

읍․면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061)

진  료  계  획 비
고1. 24.(금) 1.25.(토) 1.26.(일) 1. 27.(월)

무안읍

병  원

무안병원    
(응급실운영) 450-3000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무안제일병원 
(야간진료운영) 450-8000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의  원
기독의원 452-0213 휴무 휴무 휴무 07:30~15:0

0

무안연합의원 453-9944 09:00~12:0
0 휴무 휴무 휴무

보건기관 보건소 450-5041 휴무 09:00~18:0
0 휴무 휴무

약  국

백련약국 453-4913 9:00~17:00 휴무　 　휴무 9:00~17:00

시민약국 454-8088 8:00~21:00 8:00~18:00 8:00~15:00 8:00~18:00

은혜약국 454-6313 　휴무 휴무 휴무　 8:00~18:00

현대약국 453-7513 9:00~16:00 휴무　 9:00~16:00 9:00~18:00

칠성약국 454-7117 9:00~15:00 휴무 휴무　 휴무　

전남약국 452-8433 8:00~18:00 10:00~16:0
0 휴무 8:00~18:00

일로읍

보건기관

일로보건지소 281-5693 9:00~18:00 휴무 휴무 휴무

죽산보건진료소 281-2913 휴무 9:00~18:00 휴무 휴무

광암보건진료소 282-3232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약  국

일로건강약국 284-1527 8:00~15:00 휴무 휴무　 8:00~17:00

하나약국 282-0236 10:00~14:0
0 휴무 휴무　 휴무

일로약국 281-0722 9:00~12:30 휴무 휴무　 휴무　

삼향읍

병  원

남악아동병원 288-8000 9:00~17:00 휴무　 9:00~17:00 9:00~17:00

남악한방병원 262-7585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시그니티요양병원 288-5500 9:00~18:00 9:00~18:00 휴무　 9:00~18:00

신우치과병원 277-5252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정다운요양병원 288-9988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의  원

남악복음내과 284-7582 휴무 휴무　 휴무　 9:00~12:30

남악비뇨기과의원 285-3360 휴무 휴무　 휴무 9:00~18:30

남악온누리내과의원 281-3651 9:00~13:00 9:00~13:00 휴무　 9:00~13:00

남악이비인후과의원 283-5075 9:00~12:00 휴무 휴무 휴무

남악하나내과의원 280-4800 9:00~13:00 휴무　 휴무 8:00~19:00

남악힐링의원 285-9500 휴무 휴무　 휴무 9:00~19:00

목포동문외과의원 242-8570 휴무 휴무　 휴무 9:00~14:00

목포의원 285-9524 8:30~12:30 휴무 휴무 8:30~12:30

탑정형외과의원 283-9777 9:00~13:00 휴무 휴무　 8:30~19:00

보건기관 삼향보건지소 283-3356 휴무 휴무　 9:00~18:00 휴무　



                                          

                      

2020년 설 연휴

�알아두면�유익한�생활정보

무  안  군

  

읍․면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061)

진  료  계  획 비
고1. 24.(금) 1.25.(토) 1.26.(일) 1. 27.(월)

삼향읍 약  국

남악다나약국 284-1221 8:00~13:00 8:00~13:00 휴무 8:00~13:00

우리들온누리약국 285-9526 8:30~12:30 휴무　 휴무　 8:30~12:30

참조은약국 283-0223 9:00~17:00 휴무 9:00~17:00 9:00~17:00

신우그린약국 283-0684 9:00~13:00 휴무 휴무　 9:00~13:00

남악약국 285-3993 9:00~13:00 휴무 휴무 8:00~20:00

몽탄면 보건기관

몽탄보건지소 452-3202 9:00~18:00 휴무　 휴무 휴무

사창보건진료소 452-3808 휴무　 9:00~18:00 휴무　 휴무

봉명보건진료소 452-3909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청계면
보건기관

청계보건지소 452-5540 휴무 9:00~18:00 휴무 휴무　

도대보건진료소 452-5820 9:00~18:00 휴무　 휴무　 휴무

의   원  연합의원 454-8875 7:40~11:40 휴무 휴무 휴무

현경면 보건기관
현경보건지소 452-2467 9:00~18:00 휴무 휴무 휴무　

해운보건진료소 453-6302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망운면

보건기관
망운보건지소 452-2351 휴무 9:00~18:00 휴무 휴무　

송현보건진료소 452-1945 휴무 휴무　 휴무 9:00~18:00

의   원 녹십자마취통증
의학과의원 452-9737 9:30~12:00 휴무 휴무　 휴무

약   국 제일약국 452-1025 8:00~12:00 휴무 휴무 휴무

의  원
김태원내과의원 454-8575 휴무　 휴무　 휴무 7:30~11:30

한국의원 453-7001 8:00~12:00 휴무 휴무 8:00~12:00

해제면

보건기관
해제보건지소 453-3474 휴무　 휴무 9:00~18:00 휴무　

천장보건진료소 452-7721 휴무 9:00~18:00 휴무　 휴무

약  국

김약국 452-4952 휴무 휴무 휴무 7:30~11:30

사랑약국 453-1295 8:00~12:00 휴무 휴무 8:00~12:00

중앙약국 452-6107 8:00~17:00 15:00~21:0
0

11:00~21:0
0 8:00~21:00

운남면

의  원 운남소망의원 453-3233 7:00~11:00 휴무　 휴무　 7:00~11:00

보건기관
운남보건지소 453-1650 9:00~18:00 휴무 휴무 휴무

성내보건진료소 452-4709 휴무 9:00~18:00 휴무 휴무

약  국 운남약국 452-4439 8:00~12:00 휴무 휴무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