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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별 업무

창구번호 업무명 업무내용 담당자 전화번호(061)

1 통합증명발급 1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 부동산종합증명, 건축물대장

고영은 450-5441

박문철 450-5442

2 통합증명발급 2 어디서나민원, 인감, 본인서명 김소영 450-5445

3 여권교부 및 교부, 철도승차권 여권교부, 철도승차권 발매
김소영

나미희

450-5445

450-5443

4 민원접수 일반민원접수 최진숙 450-5743

5
G4C, 일반민원 접수 및

취약계층 민원상담

일반민원접수, 행정정보공개, 취약계층(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민원상담 
박주영 450-5444

6 부동산실거래가 검인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검인처리 정희순 450-5430

7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
김주완

박혜선

450-5447

450-5448

8 자동차 등록 자동차 등록
배 숭

고경환

450-5449

45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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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측량 업무 지적측량 접수 곽민 450-5173
창구번호 업무명 업무내용 담당자 전화번호(061)

담당별 업무

업무명 업무내용 담당자 전화번호 (061)

일반민원팀 업무전반 　 김경미 450-5411

민원행정 제도개선, 시책
시책발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업무, 예산편성

및 지출
양미랑 450-5412

주민등록, 행정사 업무 일반서무, 주민등록, 행정사, 청원제도 김범선 450-5413

지적팀 업무 전반 　 정병칠 450-5421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나누리 450-5422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최성호 450-5423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임청하 450-5425

토지관리팀 업무전반 　 박재영 450-5426

부동산특조법 사후관리, 조상땅찾기
부동산특조법 사후관리, 조상 땅 찾기, 지적공

부 소유권정리
김영근 450-5427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 등록 송상봉 450-5414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송한별 450-5429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실명제 조은규 450-5428

지적재조사팀 업무 전반 　 박혜달 450-5416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이형주 450-5417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정승아 450-5418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강가형 450-5420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김형준 450-5419

공간정보팀 업무전반 　 박경자 450-5431

도로명주소 업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상세주소 부여 및 국

가지점번호판 관리
정은주 450-5432

공간정보 업무
공간정보시스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문재청 450-5433

도로명주소 업무 건물번호 부여변경 폐지 이은효 450-5434

세무서 무안민원실

국세민원상담및접수

　 450-5171

사업자등록신청·폐업신고등

(http://www.muan.go.kr)



업무명 업무내용 담당자 전화번호 (061)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목차
	민원실배치/업무담당
	민원창구별 업무
	담당별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