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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실장 박인지 직장전화 061-270-
3230

민원봉사실 업무 전반

민원

팀장 박미경 061-270-8177 민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경란 061-270-3247 서무

주무관 이화임 061-270-3243 정보공개

주무관 김미란 061-270-3519 국민신문고

주무관 황윤숙 061-270-3387 통합증명발급

주무관 고수현 061-270-3384 여권민원 

주무관 김은영 061-270-8565 일반민원

주무관 김지선 061-281-1929 이동민원(법원)

실무원 김지혜 061-270-8595 여권 교부

실무원 김지혜 061-9882-4453
어디서나 민원 
제증명 교부

실무원 전인화 061-281-1929 제증명(법원이동민원)

가족관계등록

팀장 김미성 061-270-8179 가족관계등록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임소라 061-270-3248 주민등록

주무관 최다연 061-270-3244 가족관계등록 

실무원 최복임 false 가족관계

실무원 정헌영 061-270-3249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사항 접수

실무원 강미연 061-270-8555 가족관계 등록신고

토지관리

팀장 임현경 061-270-8239 토지관리팀 업무 전반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및 홍보, 표준지 합동 조사 업무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 처리 

개별공시지가 소송 및 민원 처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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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경옥 061-270-3479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처리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신고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무관 지승찬 061-270-3477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실무원 손기환 061-270-6790 부동산신거래가 신고,검임

실무원 박수진 061-270-3637 공시지가

실무원 김현호 061-270-8629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

지적

팀장 김윤석 061-270-8240 지적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재홍 061-270-3476 지적관리

주무관 정호찬 061-270-3261
토지이동 
지적측량

실무원 정유나 061-270-3263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토지대장 관련 전화상담

공간정보

팀장 임영종 061-270-8130 공간정보팀 업무 전반

주무관 최귀영 061-270-8633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조사 연중 추진계획 수립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 일제조사, 정비 
도로명주소 시민홍보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주무관 이윤진 061-270-3567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공간정보 보안업무 

주무관 김민조 061-270-83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판 신청․제작 
상세주소 부여 

실무원 한지영 061-270-3262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

실무원 이민현 061-270-8131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지적재조사

팀장 최용준 061-270-8188 지적재조사팀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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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윤승옥 061-270-8118

지적재조사담당 일반서무 및 예산에 관한 업무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경계점표지 등록부 작성 관리 
경계확정토지 조정금 산정징수지급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운영관리 
지적재조사 완료토지 지적공부 작성 
지적재조사 완료토지 등기촉탁 

주무관 오권웅 061)270-3669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지적재조사 사업 바른땅시시트템 운영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홍보 추진

주무관 김수진 061-270-3417 지적재조사

실무원 정현호 061-270-3417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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