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관리과 02-2148-3364 사회복지과 02-2148-2566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관리과 02-3396-6297 사회복지과 02-3396-5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02-2199-7820 사회복지과 02-2199-71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지도과 02-2286-5724 교통지도과 02-2286-572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지도과 02-450-7979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09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02-2127-4901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127-426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관리과 02-2094-2664 장애인복지과 02-2094-249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지도과 02-2241-3512 교통지도과 02-2241-348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관리과 02-901-5967 주차관리과 02-901-667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지도과 02-2091-4218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지도과 02-2116-4086 장애인복지과 02-2116-33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관리과 02-351-7812 장애인복지과 02-351-73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02-330-1865 사회복지과 02-330-124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지도과 02-3153-9669 노인장애인과 02-3153-887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관리과 02-2620-3748 주차관리과 02-2620-374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관리과 02-2600-4223 장애인복지과 02-2600-629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02-860-3191 사회복지과 02-860-286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관리과 02-2627-1764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02-2670-3924 사회복지과 02-2670-339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 02-820-9942 어르신장애인과 02-820-9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지도과 02-879-6968 장애인복지과 02-879-6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관리과 02-2155-7249 사회복지과 02-2155-667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관리과 02-3423-6452 사회복지과 02-3423-58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관리과 02-2147-3211 주차관리과 02-2147-3209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행정과 02-3425-6839 장애인복지과 02-3425-6125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 051-600-4567 생활보장과 051-600-4331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051-240-4570 생활지원과 051-240-4824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 051-440-4567 복지지원과 051-440-4334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과 051-419-4567 복지사업과 051-419-43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관리과 051-605-4564 주차관리과 051-605-5876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통과 051-550-4566 주민복지과 051-550-4884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051-607-4466 주민복지과 051-607-4338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051-309-4569 복지정책과 051-309-43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051-749-4565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행정과 051-220-4562 복지사업과 051-220-562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051-519-5723 생활보장과 051-519-4335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051-970-4565 주민복지과 051-970-48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행정과 051-665-4565 생활보장과 051-665-433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행정과 051-610-4564 가족행복과 051-610-4165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05 노인장애인복지과 051-310-4861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진교통과 051-709-4572 행복나눔과 051-709-4371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시도 시군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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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교통과 053-661-3023 생활지원과 053-661-2665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 053-662-3027 어르신장애인과 053-662-2543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과 053-663-3024 사회복지과 053-663-2624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과 053-663-3025 행복정책과 053-664-3204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과 053-665-3029 복지정책과 053-665-270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과 053-666-3025 복지정책과 053-666-25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차관리과 053-667-3025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과 053-668-3024 희망지원과 053-668-2565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 032-760-7564 어르신장애인과 032-760-7327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과 032-770-6785 노인장애인복지과 032-770-64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정책과 032-880-4587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79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차량민원과 032-749-8808 노인장애인과 032-749-7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032-453-5194 노인장애인과 032-453-2525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지도과 032-509-6745 노인장애인과 032-509-743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민원과 032-450-5685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855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관리과 032-560-5942 장애인복지과 032-560-4288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6 복지정책과 032-930-3318

인천광역시 옹진군 산업경제팀 032-899-3857 복지지원실 032-899-2312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과 062-608-2925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15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지도과 062-360-7994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5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지도과 062-607-4225 장애인복지과 062-607-3432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지도과 062-410-8925 노인장애인복지과 062-410-6362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지도과 062-960-8724 시민협치과 062-960-8055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과 042-251-4905 사회복지과 042-251-4478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과 042-606-6884 복지정책과 042-606-717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행정과 042-288-4193 사회복지과 042-288-3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여권과 042-611-2740 사회돌봄과 042-611-298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042-608-5241 사회복지과 042-608-6806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 052-290-3988 노인장애인과 052-290-3633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052-226-5918 노인장애인과 052-226-4873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 052-209-3714 사회복지과 052-209-3444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052-241-7976 사회복지과 052-241-7694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정책과 052-204-2524 노인장애인과 052-204-465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정책과 044-300-8813 노인장애인과 044-300-4942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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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 031-228-5369 사회복지과 031-228-547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228-6383 사회복지과 031-228-63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제교통과 031-228-7371 사회복지과 031-228-725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제교통과 031-228-8896 사회복지과 031-228-886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교통행정과 031-8075-5485 장애인복지과 031-8075-54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031-8075-6485 가정복지과 031-8075-6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031-8075-7486 가정복지과 031-8075-740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제교통과 031-729-5497 사회복지과 031-729-52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제교통과 031-729-6442 사회복지과 031-729-62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제교통과 031-729-7444 사회복지과 031-729-72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교통과 031-324-5408 사회복지과 031-324-52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교통과 031-324-6387 사회복지과 031-324-625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교통과 031-324-8388 사회복지과 031-324-8266

경기도 부천시 주차지도과 032-625-9185 장애인복지과 032-625-2909

경기도 안산시 생활안전과 031-481-5481 주민복지과 031-481-6265

경기도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031-590-2338 화도읍 복지지원과 031-590-5468

경기도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031-590-5396 다산동 복지지원과 031-590-194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3365 복지문화과 031-8045-39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41 복지문화과 031-8045-4224

경기도 화성시 교통지도과 031-369-2661 장애인복지과 031-5189-2976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031-5189-4384 복지위생과 031-5189-4281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031-5189-5649 복지위생과 031-5189-6505

경기도 평택시 교통지도팀 031-8024-4886 노인장애인과 031-8024-3132

경기도 평택시 교통지도팀 031-8024-4881 노인장애인과 031-8024-3132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교통지도팀 031-8024-5394 사회복지과 031-8024-6273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교통지도팀 031-8024-5394 사회복지과 031-8024-8214

경기도 의정부시 허가안전과 031-870-7783 복지지원과 031-870-7224

경기도 시흥시 교통행정과 031-310-5138 장애인복지과 031-310-2267

경기도 시흥시 교통행정과 031-310-5138 장애인복지과 031-310-3028

경기도 파주시 도시경관과 031-940-4787 노인장애인과 031-940-8417

경기도 김포시 교통과 031-980-5567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경기도 광명시 가로정비과 02-2680-6993 가로정비과 02-2680-2658

경기도 광주시 교통행정과 031-760-2112 노인장애인과 031-760-3755

경기도 군포시 차량관리과 031-390-0595 사회복지과 031-390-0792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 031-8036-6807 노인장애인과 031-8036-7458

경기도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031-644-2387 노인장애인과 031-645-3564

경기도 양주시 차량관리과 031-8082-6613 복지지원과 031-8082-573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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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교통정책과 031-678-2827 사회복지과 031-678-224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교통정책과 031-678-2827 사회복지과 031-678-2245

경기도 구리시 교통행정과 031-550-2847 교통행정과 031-550-2891

경기도 포천시 교통행정과 031-538-3464 노인장애인과 031-538-3237

경기도 의왕시 교통행정과 031-345-3327 노인장애인과 031-345-2478

경기도 하남시 교통정책과 031-790-6293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826

경기도 여주시 교통행정과 031-887-2235 사회복지과 031-887-2597

경기도 양평군 교통과 031-770-3747 주민복지과 031-770-2552

경기도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031-860-2295 사회복지과 031-860-2270

경기도 과천시 교통과 02-3677-2293 사회복지과 02-3677-2214

경기도 가평군 교통과 031-580-2097 행복돌봄과 031-580-2041

경기도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275 사회복지과 031-839-2261

강원도 춘천시 생활교통과 033-250-3800 장애인복지과 033-250-3314

강원도 원주시 교통행정과 033-737-3545 경로장애인과 033-737-2714

강원도 강릉시 교통과 033-640-5253 복지정책과 033-640-5342

강원도 동해시 교통과 033-539-8285 복지과 033-539-8452

강원도 태백시 민원교통과 033-550-2105 사회복지과 033-550-2226

강원도 속초시 교통과 033-639-3766 주민생활지원과 033-639-2599

강원도 삼척시 교통과 033-570-3474 사회복지과 033-570-3327

강원도 홍천군 도시교통과 033-430-2949 행복나눔과 033-430-2112

강원도 횡성군 도시교통과 033-340-2655 행복나눔복지과 033-340-2166

강원도 영월군 도시교통과 033-370-2458 주민복지과 033-370-2224

강원도 평창군 안전교통과 033-330-2285 복지정책과 033-330-2390

강원도 정선군 안전과 033-560-2512 복지과 033-560-2022

강원도 철원군 안전총괄과 033-458-4366 주민생활지원과 033-450-4896

강원도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65 주민복지과 033-440-2390

강원도 양구군 평화지역발전과 033-480-2712 사회복지과 033-480-2061

강원도 인제군 안전교통과 033-460-2164 주민복지과 033-460-2214

강원도 고성군 안전교통과 033-680-3249 장애인복지팀 033-680-3449

강원도 양양군 전략교통과 033-670-2172 복지과 033-670-2688

강원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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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업교통과 043-201-6404 주민복지과 043-201-616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 043-201-8404 주민복지과 043-201-81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업교통과 043-201-5213 주민복지과 043-201-5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업교통과 043-201-7403 주민복지과 043-201-7167

충청북도 충주시 차량민원과 043-850-6363 노인장애인과 043-850-6824

충청북도 제천시 교통과 043-641-6344 노인장애인과 043-641-5355

충청북도 보은군 민원과 043-540-3098 주민복지과 043-540-3848

충청북도 옥천군 도시교통과 043-730-3538 주민복지과 043-730-3644

충청북도 영동군 건설교통과 043-740-3513 주민복지과 043-740-3566

충청북도 증평군 도시교통과 043-835-3944 생활지원과 043-835-3535

충청북도 진천군 건설교통과 043-539-3726 주민복지과 043-539-3945

충청북도 괴산군 민원지적과 043-830-3569 주민복지과 043-830-3416

충청북도 음성군 건설교통과 043-871-3888 주민지원과 043-871-3346

충청북도 단양군 민원과 043-420-2498 주민복지과 043-420–213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산업교통과 041-521-4425 주민복지과 041-521-423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산업교통과 041-521-6424 주민복지과 041-521-6232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과 041-840-8503 경로장애인과 041-840-8157

충청남도 보령시 교통과 041-930-3972 사회복지과 041-930-3637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40-2750 경로장애인과 041-540-2680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과 041-660-2317 경로장애인과 041-660-2358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교통과 041-746-6303 사회복지과 041-746-5365

충청남도 계룡시 건설교통과 042-840-2533 사회복지과 042-840-2332

충청남도 당진시 교통과 041-350-4532 경로장애인과 041-350-3356

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교통과 041-750-2743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3

충청남도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85 사회복지과 041-830-2098

충청남도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2 사회복지실 041-950-4308

충청남도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425 통합돌봄과 041-940-2102

충청남도 홍성군 건설교통과 041-630-1687 가정행복과 041-630-1769

충청남도 예산군 건설교통과 041-339-7668 주민복지과 041-339-7405

충청남도 태안군 도시교통과 041-670-2737 복지증진과 041-670-2126

충청남도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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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063-220-5193 가족청소년과 063-220-534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063-270-6567 가족청소년과 063-270-6349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3795 경로장애인과 063-454-3164

전라북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063-859-5977 경로장애인과 063-859-5836

전라북도 정읍시 교통과 063-539-5925 노인장애인과 063-539-5514

전라북도 남원시 교통과 063-620-6572 주민복지과 063-620-6206

전라북도 김제시 교통행정과 063-540-3148 주민복지과 063-540-3494

전라북도 완주군 도로교통과 063-290-2807 사회복지과 063-290-2195

전라북도 진안군 건설교통과 063-430-2354 사회복지과 063-430-2927

전라북도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5 사회복지과 063-320-2316

전라북도 장수군 건설교통과 063-350-2569 주민복지실 063-350-2083

전라북도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577 주민복지과 063-640-2077

전라북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48 주민복지과 063-650-1252

전라북도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571 사회복지과 063-560-2270

전라북도 부안군 건설교통과 063-580-4836 사회복지과 063-580-4852

전라남도 목포시 교통행정과 061-270-8482 노인장애인과 061-270-8815

전라남도 여수시 교통과 061-659-4158 노인장애인과 061-659-3729

전라남도 순천시 교통과 061-749-5928 노인장애인과 061-749-6272

전라남도 나주시 교통행정과 061-339-8864 사회복지과 061-339-8494

전라남도 광양시 교통과 061-797-2699 노인장애인과 061-797-2680

전라남도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2854 주민행복과 061-380-2844

전라남도 곡성군 민원실 061-360-2673 주민복지과 061-360-8641

전라남도 구례군 환경교통과 061-780-2250 주민복지과 061-780-2565

전라남도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6018 주민복지과 061-830-5314

전라남도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297 주민복지과 061-850-5076

전라남도 화순군 재난안전과 061-379-3788 사회복지과 061-379-3946

전라남도 장흥군 재난안전과 061-860-6205 주민복지과 061-860-0861

전라남도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061-430-3944 주민복지실 061-430-3147

전라남도 해남군 환경교통과 061-530-5368 주민복지과 061-530-5316

전라남도 영암군 건설교통과 061-470-2460 주민복지과 061-470-2072

전라남도 무안군 건설교통과 061-450-5680 사회복지과 061-450-5295

전라남도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55 주민복지과 061-320-1469

전라남도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362 사회복지과 061-350-4897

전라남도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75 주민복지과 061-390-7419

전라남도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82 주민복지과 061-550-5292

전라남도 진도군 건설교통과 061-540-3495 주민복지과 061-540-3109

전라남도 신안군 교통지원과 061-240-8858 주민복지과 061-240-8424

전라북도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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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054-270-6438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건설교통과 054-240-7424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72 

경상북도 경주시 교통행정과 054-779-6529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8

경상북도 김천시 교통행정과 054-420-6252 사회복지과 054-420-6210

경상북도 안동시 교통행정과 054-840-5427 노인장애인복지과 054-840-5265

경상북도 구미시 교통정책과 054-480-6286 노인장애인과 054-480-5177

경상북도 영주시 교통행정과 054-639-6833 노인장애인과 054-639-6302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054-330-6252 사회복지과 054-330-6520

경상북도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054-537-7379 사회복지과 054-537-7327

경상북도 문경시 교통행정과 054-550-6227 노인장애인복지과 054-550-6197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행정과 053-810-5243 사회복지과 053-810-5386

경상북도 군위군 건설교통과 054-380-6253 주민복지실 054-380-6164

경상북도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054-830-6252 복지과 054-830-6208

경상북도 청송군 문화체육과 054-870-6253 사회복지과 054-870-6163

경상북도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187 주민복지과 054-680-6233

경상북도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054-730-6252 주민복지과 054-730-6177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과 054-370-2253 주민복지과 054-370-2174

경상북도 고령군 민원과 054-950-6594 주민복지과 054-950-6207

경상북도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252 가족지원과 054-930-6972

경상북도 칠곡군 교통행정과 054-979-6573 주민생활지원과 054-979-6594

경상북도 예천군 건설교통과 054-650-6559 주민복지실 054-650-6203

경상북도 봉화군 도시교통과 054-679-6294 주민복지실 054-679-6073

경상북도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393 사회복지과 054-789-6063

경상북도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6 주민복지과 054-790-617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055-212-4450 가정복지과 055-212-438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 055-272-4493 가정복지과 055-272-438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055-220-4446 가정복지과 055-220-438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의구 경제교통과 055-230-4441 가정복지과 055-230-434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055-548-4442 가정복지과 055-548-4386

경상남도 진주시 교통행정과 055-749-8748 노인장애인과 055-749-8501

경상남도 통영시 교통과 055-650-5325 노인장애인복지과 055-650-4234

경상남도 사천시 민원교통과 055-831-3367 노인장애인과 055-831-2922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055-330-7329 노인장애인과 055-330-0968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055-330-6984 생활지원과 055-350-1367

경상남도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468 사회복지과 055-359-5179

경상남도 거제시 교통과 055-639-4565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경상남도 양산시 교통과 055-392-2786 사회복지과 055-392-3223

경상남도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34 주민행복과 055-570-2213

경상남도 함안군 건설교통과 055-580-2626 주민복지과 055-580-2394

경상북도

경상남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시도 시군구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교통과 055-530-1724 주민복지과 055-530-1106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 055-670-2334 복지지원과 055-670-2534

경상남도 남해군 건설교통과 055-860-3456 주민복지과 055-860-3845

경상남도 하동군 건설교통과 055-880-2524 주민행복과 055-880-2217

경상남도 산청군 도시교통과 055-970-7345 복지지원과 055-970-6854

경상남도 함양군 건설교통과 055-960-6355 사회복지과 055-960-4726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84 행복나눔과 055-940-3743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75 주민복지과 055-930-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63 노인장애인과 064-728-255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064-760-3245 노인장애인과 064-760-2397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