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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기준) 총 28대 (25개소)

무인민원발급창구

해당기관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
치·운영 중에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현황

연
번

설치장소 주소 운영시간 비고

계 25개소/28대

1 민원지적과(2)
시청로 1,
자전거 거치대 옆/행복민원실 입
구

24시간 연중무휴(옥외부스)
월~금 09:00~18:00(민원실

)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옥외

)

2 중부민원출장소 여서1로 107 24시간 연중무휴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3 쌍봉동 주민센터(2) 흥국로 25 24시간 연중무휴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4 시전동 주민센터(2) 시전6길 16
24시간 연중무휴

월~금 09:00~18:00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5 여천동 주민센터 무선로 190 24시간 연중무휴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6 소라면사무소 덕양로 389 24시간 연중무휴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7 여수혁신지원센터 삼동3길 13 24시간 연중무휴 -

8 여천 전남병원 무선로 95, 1층 연중 05:00~24:00 가족관계등록부

9 건강보험공단 여서로 86 월~금 09:00~18:00 가족관계등록부

10 여수세무서 좌수영로 948-5 월~금 09:00~18:00 -

11 국민은행 여천지점 시청로 24 연중 08:00~23:00 -

12 국동 롯데마트 국포1로 36, 1층 atm기기옆
연중 10:00~23:00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

연중 10:00~23:00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대상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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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마트 여수점 좌수영로 277, 3층 atm기기옆
연중 10:00~23:00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

14 여수연안 여객선터미널(교동) 여객선터미널길 17 연중 04:30~18:00 -

15
여수엑스포 여객선터미널(덕충동

)
엑스포대로 320-66 연중 10:00~01:00 -

16 돌산 신기항 여객선터미널 돌산읍 신기길 90 연중 06:00~18:00 -

17 화정 백야항 여객선터미널 화정면 백야해안길 73 연중 06:00~18:00 -

18 새마을금고 죽림지점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 연중 07:30~23:00 -

19 새마을금고 웅천지점 예울마루로 37-16 연중 05:00~24:00 -

20 원예농협 소호지점 소호로 467-1 연중 07:00~24:00 -

21 여수공항 율촌면 여순로 386, 1층 연중 07:00~22:00 -

22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교동) 중앙로 49 연중 09:00~18:00 -

23 농협은행 신여수지점(학동) 시청로 49 연중 06:00~24:00 -

24 여수신협본점(여서동) 여서로 156-1 연중 06:00~24:00 -

25 근로복지공단 문수로 125, 입구 좌측 월~금 09:00~18:00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 수수료 납부 방법(현금/카드) 선택 후 안내음성에 따라 수수료 투입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손을 닦고 재시도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가능종류 : 주민등록등본 등 총119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여권 발급 불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다양한 민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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