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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민원사무별 담당자 현황

연번 민원명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1 토지(임야)분할 신청 민원지적과 김용덕 659-3329 　

2 지목변경신청 민원지적과 김용덕 659-3329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민원과 고영백 659-4110 　

4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민원과 김석화 659-4119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허가민원과 정여옥 659-4106 　

6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허가민원과 김동현 659-4109 　

7 단독정화조설치신고 허가민원과 김동현 659-4106 　

8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도시계획과 박동훈 659-4022 　

9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도시계획과 김준현 659-4021 　

10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도시계획과 배봉현 659-4023 　

11 방문판매업자신고 지역경제과 김아영 659-3606 　

12 담배소매업 휴·폐업신고 지역경제과 김아영 659-3606 　

13 공장등록신청 지역경제과 김수정 659-3616 　

14 석유판매업 등록 지역경제과 김승미 659-3613 　

15 소하천 점·사용신고 건설과 박민혁 659-4039 　

16 전문건설업 등록 도시계획과 최준용 659-4005 　

17 노래연습장업 등록 문화예술과 김도희 659-4750 　

1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도시재생과 우세희 659-4541 　

19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지원과 채윤영 659-3259 　

20 폐기물처리 신고 도시미화과 배현지 659-3853 　

2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노인장애인과 정세정 659-3725 　

22 보육시설인가 여성가족과 박혜정 659-3761 　

23 건설폐기물처리신고 도시미화과 천세원 659-3851 　

24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도시미화과 서정숙 65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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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교통과 서민지 659-4127 　

26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교통과 박도성 659-4129 　

2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교통과 문병학 659-4144 　

28 도로점용허가(일반) 도로시설관리과 오승룡 659-5104 　

29 도로점용허가(굴착) 도로시설관리과 강의진 659-5103 　

30 어업허가지위승계 수산경영과 김연경 659-3915 　

31 어업신고 수산경영과 김연경 659-3915 　

32 어선등록(변경)신고 수산경영과 문새벽별 659-3919 　

33 어항시설사용·점용신고 섬자원개발과 강동영 659-3991 　

34 어업면허 어업생산과 정중철 659-3931 　

35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어업생산과 천세정 659-3933 　

36 의료기관개설신고 보건행정과 정장일 659-4221 　

37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보건행정과 이다진 65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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