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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
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설치장소안내

위　　치 주　　소 운영시간

목포시청 민원실 앞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00:00~23:59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동부로31번길 20(용당동)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양을로 144(산정동)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연산로 191(연산동)

대성동 행저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마파지로 20(대성동)

목원동 행정복지센터 현관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트윈스타 4층)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자유로20번길 27(동명동)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자유로104번길 35(산정동)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수강로12번길 24(보광동2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유동로 19(서산동)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북항로81번길 6(죽교동)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고하대로655(산정동)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용당로 335(용해동)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백년대로189(용해동)

상동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목포시 상리로1번길 32(상동)

하당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하당로 215(상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목포시 하당로 66(상동)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영산로 743(대양동)

옥암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삼향천로 118(옥암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삼향천로 28(옥암동)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2(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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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2(옥암동)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 1층 후문 목포시 백년대로 95-5(용당2동)

근무시간 내 09:00 ~18:00

연동 행정복지센터 1층 후문 목포시 산정로63번길 14-1(산정동)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 현관 목포시 원산로145번길 20(연산동)

목포법원 1층 이동민원실 앞 목포시 정의로 29(옥암동)

목포세무서 1층 민원실 안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대안동)

목포항여객선 터미널 2층 대합실 목포시 해안로 182(항동) 05:00~21:00

북항여객선 터미널 1층 대합실 목포시 북항로181번길 6-1(죽교동)

00:00~23:59
국제항여객선 터미널 1층 대합실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해안동1가)

중앙병원 정문 현관 목포시 영산로 623(석현동)

한국병원 2층 무인수납기 옆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위　　치 주　　소 운영시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 12개소 (목포시청,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원산동, 목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목포세무
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27개소 (목포시청,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
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목포세무서, 목포법원, 한국병원)

이용안내

연중무휴 : 24시간 발급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119종)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
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법원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어선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
목별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다가구 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교육증명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
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문), 여권실효확인서(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
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법인/개인),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
득공제용,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증명 수수료

주민등록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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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관외

주민등록등본

2 200원 필요 24시간
주민등록초본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건강보험 제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7 무료 필요 24시간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
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토지지적건축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800원 불필요 24시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1,000원 불필요 24시간

토지(임야)대장등본
2 500원 불필요 24시간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
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 다가구 주택의 호(가
구)별 면적대장

5 500원 불필요 24시간

차량민원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2 500원 필요 24시간

건설기계등록원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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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갑)
2 300원 필요 24시간

자동차등록원부(을)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보건복지 및 농·수산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국민기초수급자증명

3 무료 필요 24시간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지원부 1 1000원 불가

필요 24시간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무료

어선원부 1 800원 불가

지방세 및 부동산·제적부 민원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
비세, 주행세, 종합토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
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18 800원 불가 필요

24시간지방세 납세증명서 1 무료 필요

부동산(법원)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 1 1000원 불필요

제적부(법원) 제적등·초본 2
등본500원 
초본300원

필요

가족관계 및 병적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가족관계증명서(일반,폐쇄)

8 500원 필요

24시간

기본증명서(일반,폐쇄)

혼인관계증명서(일반,폐쇄)

입양관계증명서(일반,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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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무료 필요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교육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성적증명서(중·고)

16 무료 필요 24시간

학교생활기록부(고)

졸업(예정)증명서(초·중·고)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임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국세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사업자등록증명

13 무료 필요

24시간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8시 ~ 22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모범납세자 증명

24시간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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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근로복지공단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6 무료 필요 24시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원/개인)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원/개
인)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여권사실증명

접수·처리 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문)

6 무료

필요 24시간
여권실효확인서(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필요 24시간
여권정보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증명발급

접수처리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무료 필요 24시간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http://www.mokpo.go.kr)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접수처리민원 종수

수수료

본인확인 발급시간

관내 관외

이용요령

본인 확인을 요하는 경우 : 발급받고자하는 증명종류 선택→주민번호 입력→본인 지문확인→자료처리→수수료 투입→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불 방법 : 현금(동전․지폐)
손가락에 땀이 있을 경우 지문이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니, 땀을 닦고 재시도하세요.
5회 이상 지문인식에 실패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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