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명 기관명 부서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관리

(지방세 과세 누락 방지 등)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감사관 정관희

(032-440-5001)

송하원

(032-440-3137)

건설업등록및관리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건설심사과장 김기문

(032-440-5033)

김태윤

(032-440-3736)

농어촌개량사업자 명단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관리 및 자격증발급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산림자격증관리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산지전용관리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숲사랑지도원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종묘생산업관리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장 및 산출내역서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정보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승용차요일제 회원관리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인천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관리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법원경매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이택스 기업민원(IN-CAR) 납부정보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이택스 통합영치 납부정보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감액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결손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결의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고지서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공매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과오납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납세자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반송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분납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수납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압류대장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전자수납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징수유예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지방세체납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행정제재관허사업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행정제제형사고발관리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요양보호사 자격면허관리 파일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장례지도사 자격면허관리 파일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다수인관련 민원 인천광역시 민원실

상담민원신청 인천광역시 민원실

서식민원관리 인천광역시 민원실

여권발급 및 교부대장 인천광역시 민원실

행정도서관리 인천광역시 민원실

행정심판관리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박충흠

(032-440-5008)

나지영

(032-440-2284)

담배소비세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수납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감액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결손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과오납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부과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압류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체납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현황

노인정책과장 이응길

(032-440-5015)

권윤희

(032-440-2816)

민원실장 강수진

(032-440-2584)

김정수

(032-440-2584)

세정담당관 이정두 최황도

납세협력담당관 김종권

(032-440-5083)

최영미

(032-440-2635)

허은숙

(032-440-4725)

이윤승

(032-440-3663)

교통관리과장 고춘식

(032-440-5032)

정지영

(032-440-3908)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032-440-5030)

김도우

(032-440-3858)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032-440-5042)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032-440-5049)



파일명 기관명 부서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택스  문자발송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이택스 등기우편 발송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이택스 사용자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이택스 세외수입 납부 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이택스 전자고지 회원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이택스 지방세 ARS납부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이택스 지방세수납정보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지방세직권고지관리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채권관리 대장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먹는물관련영업 등록, 신고 등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032-440-5048)

박은미

(032-440-3604)

노동조합 및 단체자 관리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032-440-5081)

조성화

(032-440-3265)

인천 인물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용환

(032-440-5011)

한상우

(032-440-2428)

승강기보수업관리 인천광역시 재난예방과
재난예방과장 윤명환

(032-440-440-5086)

노경란

(032-440-3354)

공유재산 관리 인천광역시 재산관리담당관

공유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 내역 인천광역시 재산관리담당관

사랑의 그린PC 보급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웹사이트 회원관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토지등 소유자 분담금정보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홈페이지 회원정보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회원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택시화물과장 최민수

(032-440-5031)

차성진

(032-440-380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현황 파일 인천광역시 항만과
항만과장 조형도

(032-440-5051)

고은숙

(032-440-4828)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관리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환경전문공사업관리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계약대장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세입세출외현금관리대장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관리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홈페이지회원정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개발행위허가대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건축신고허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공유재산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공유재산대부대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공유재산무단점유및변상금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공작물축조신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국가원고사건처리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농지전용협의파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대기배출사업장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산지전용관리파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외국인토지취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입목벌채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토석채취허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토지소유권변동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토지이동관리파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민원사무처리부(서식민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환경정책과장 정연용

(032-440-5045)

김근옥

(032-440-3516)

회계담당관 나재설

(032-440-5013)

정윤미

(032-440-2456)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032-453-7001)

김선영

(032-453-7494)

재산관리담당관 오흥석

(032-440-5098)

박형미

(032-440-2705)

정보화담당관 한정호

(032-440-5009)

배효진

(032-440-2314)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032-440-5025)

서정운

(032-440-3444)

세정담당관 이정두

(032-440-5012)

최황도

(032-44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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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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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건축신고허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공작물축조신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등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도로점용허가대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등기과태료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부동산거래신고내역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장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현황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외국인토지취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유독물영업등록업소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하천점용허가관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현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약국개설등록대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매매참가인등록대장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

리사무소
운영팀

보조경매참가자 현황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

리사무소
운영팀

산지유통인등록대장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

리사무소
운영팀

중도매인 허가대장(현황)
인천광역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

리사무소
운영팀

4-H회원 관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기계 부품 보조금관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천광역시농기계임대사업시스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홈페이지 유료회원 관리대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팀
문화예술회관장 김경아

(032-427-8401)

송미연

(032-420-2713)

도서대출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운영지원부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032-440-6601)

 이성기

(032-440-6606)

검사성적서 발송대장 및 검사결과대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032-440-5597)

이정진

(032-440-5422)

도매시장 매매참가인 명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조경매참가자 명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지유통인허가대장명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중도매인 명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상하수도요금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사이버민원센터 회원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요금정책팀

누수포상금신고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

사업소
고객지원팀

누수신고 포상금지급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

도사업소
남동부수도사업소

누수포상금신고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

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누수포상금신고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

관리소
관리팀

누수포상금 신고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

사업소
고객지원팀

의정모니터 회원 정보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의원정보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관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시민사이버교육센터 회원관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구급증명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민원사무처리부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의용소방대원 현황관리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방영처리물품의 방영성능시험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공사 완공대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 처리대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인재개발원장 김복기

(032-440-7600)

이승주

(032-440-7686)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032-426-8303)

김선경

(032-440-6975)

농업기술센터 설화진

(032-427-5959)

최종호

(032-440-6905)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032-440-6450)

남미정

(032-440-6450)

인천강화소방서장 박봉훈

(032-930-5817)

안영희

(032-930-5833)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032-720-2001)

이상원

(032-720-2062)

의회사무처장 유병윤

(032-440-6100)

홍순용

(032-440-6117)



파일명 기관명 부서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안전시설 등 설치(완비) 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변경허가 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설치허가 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완공검사 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지위승계신고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주유취급소 휴지신고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증명원 신청서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발생종합보고서(2007~2017)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구조구급팀

구조구급증명서 및  신청서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구조구급팀

과태료부과대장(과태료수납기록부)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건축허가동의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기초소방시설관리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관리현황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대상물현황파일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체,관리사및기술인력현황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해임관리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교부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접수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서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관리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조소등 허가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의시험성적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의용소방대원현황관리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인천계양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의용소방대명부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정보공개 청구인 명단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대상물현황파일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관리대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 관리대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대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부과대장(과태료수납기록부)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현장대응과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구급대

구조구급증명서 발급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구조대, 구급대

과태료부과대장(과태료수납기록부)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무선페이징관리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의용소방대원현황관리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다수인관련민원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민원사무처리부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정보공개청구인명단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

건축허가 동의 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계양소방서장 박을용

(032-650-5611)

박주현

(032-650-5662)

공단소방서장 안영석

(032-723-5501)

박갑출

(032-723-5532)



파일명 기관명 부서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초생활수급가구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관리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대상물현황파일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행정처분현황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현황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해임관리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교부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접수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조소등허가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차상위계층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시험성적서 발급대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조구급증명서 발급대장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의용소방대원 현황관리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증명원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과태료부과대장(과태료수납기록부)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조,구급증명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세외수입결손관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세외수입부과관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세외수입수납관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세외수입압류관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세외수입체납관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의용소방대원현황관리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건축허가동의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체,관리사및기술인력현황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행정처분현황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현황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교부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관리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조소등허가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의시험성적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현장대응과

과태료부과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급증명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급활동일지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의용소방대원 현황관리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다수인관련민원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민원사무처리부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정보공개청구인명단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기초소방시설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남동소방서장 정종윤

(032-870-5200)

윤수정

(032-870-5213)

남부소방서장 류환형

(032-870-3200)

최선화

(032-870-3213)

부평소방서장 정병권

(032-723-5301)

이혜성

(032-723-5310)



파일명 기관명 부서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다중이용업소관리현황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대상물현황파일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체, 관리사 및 기술인력현황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행정처분현황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현황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선해임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교부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서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접수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조소등허가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의시험성적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강사이력 관리카드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소방공무원 교육생 정보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교육생 정보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교육기획과

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의용소방대원 현황관리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기초소방시설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관리현황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대상물 조사표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현황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 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조소등 허가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의시험성적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현장대응단

의용소방대원 현황 관리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의무소방원관리파일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기초소방시설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대상물현황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체, 관리사 및 기술인력 현황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행정처분현황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시설업체현황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안전관리자선해임접수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제조소등 관리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조서등 허가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의시험성적서발급대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중부소방서장 박성석

(032-870-5101)

최대성

(032-870-5113)

서부소방서장 김준태

(032-723-5401)

김원

(032-723-5438)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윤군기

(032-930-5905)

이수민

(032-930-5913)

영종소방서장 김기영

(032-727-6101)

최대수

(032-727-6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