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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 무안읍 공항로 148-18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061-452-9837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구 무안읍 면성2길 9-5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452-1813

무안군노인요양병원 3층 간호사실 무안읍 몽탄로 51-12 061-453-7007

무안군노인요양병원 5층 간호사실 무안읍 몽탄로 51-12 061-453-7007

무안군노인요양병원 원무과 무안읍 몽탄로 51-12 061-453-7007

무안군보건소 1층 대기실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보건소 061-450-5634

무안읍사무소 민원실 무안읍 성내1길 2 무안읍사무소 061-450-4218

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사무실(2층) 무안읍 창포로 4 무안군노인복지회관 061-452-8566

승달문화예술회관 입구 무안읍 창포로 8 승달문화예술회관 061-450-4082

일로읍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일로읍 백련로 339-20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061-450-5863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 일로읍 백련로 339-20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 061-450-5863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관리소 내 일로읍 백련로 339-20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061-450-5863

광암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일로읍 삼산로 94 광암보건진료소 061-282-3232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복도 일로읍 삼일로 493 061-287-4888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입구 일로읍 삼일로 493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061-287-4888

일로보건지소 진료대기실 일로읍 시장길 7 061-281-5693

일로읍사무소 민원실 일로읍 일로중앙로 37 일로읍사무소 061-450-4226

목포교도소 보안과 1층 출입구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061-284-4101

목포교도소 의무과 내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061-284-4101

죽산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일로읍 죽산길 3 죽산보건진료소 061-281-2913

오룡마을휴먼시아아파트 관리사무소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13 오룡마을휴먼시아아파트 061-287-2073

남악신도시아이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14 남악신도시아이파크관리사무소 061-281-2740

무안회룡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2층)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2 관리사무소 061-284-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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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향읍

남악복합주민센터 1층 정문 입구 삼향읍 남악3로 40 061-450-5001

남악휴먼시아3단지 관리사무소 내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7 061-285-3345

남악모아엘가아파트 관리사무소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8 남악모아엘가아파트 061-287-8857

근화베아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삼향읍 남악4로82번길 31 관리사무소 061-287-1864

근화베아체스위트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20 근화베아채스위트 061-285-7847

남악부영애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7 부영애시앙 061-287-0891

제일풍경채리버파크 경비실 내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81-30 제일풍경채리버파크 061-283-7960

제일풍경채리버파크 관리사무소 내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81-30 제일풍경채리버파크 061-283-7960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정문 경비실 삼향읍 남악영산길 39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061-287-9982

삼향보건지소 진료대기실 삼향읍 신기길 17 삼향보건지소 061-283-3356

전라남도청 내 진료실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061-286-6068

무안군오승우미술관 1층 현관 삼향읍 초의길 7 061-450-5483

몽탄면

봉명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몽탄면 노송1길 3 봉명보건진료소 061-452-3909

몽탄면사무소 입구 몽탄면 몽탄로 862 몽탄면사무소 061-450-4246

몽탄보건지소 진료대기실 몽탄면 몽탄로 865 몽탄보건지소 061-452-3202

사창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몽탄면 우명길 109 사창보건진료소 061-452-3808

청계면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 2층 로비 청계면 영산로 1807-63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 061-454-1017

청계보건지소 진료대기실 청계면 청계중앙길 14-5 청계보건지소 061-452-5540

도대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청계면 청운로 402 도대보건진료소 061-452-5820

현경면

무안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본부석 복도 현경면 공항로 345 공설운동장 061-450-4091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입구
현경면 공항로 345 

무안군체육시설사업소 실내체육관
061-450-4091

무안스포츠파크 수영장 입구 현경면 공항로 345 스포츠파크 061-450-4091

해운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현경면 장군로 687 해운보건진료소 061-453-6302

현경보건지소 진료대기실 현경면 현해로 84 현경보건지소 061-452-2467

무안국제공항 국내선 격리대합실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5-2313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격리대합실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5-2313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격리대합실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5-2313

무안국제공항 2층 국내선 격리대합실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5-2313

읍면 설치위치 설치장소 주소 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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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 국내선 출발격리대합실내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5-2319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출발격리대합실내 망운면 공항로 970-260 061-455-2319

망운보건지소 진료대기실 망운면 압창길 5 망운보건지소 061-452-2351

망운면사무소 민원실 망운면 운해로 1436-10 망운면사무소 061-450-4276

송현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망운면 조금나루길 2 송현보건진료소 061-454-1945

해제면

학송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해제면 봉대로 414 학송보건진료소 061-454-7397

만풍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해제면 진목길 2 만풍보건진료소 061-454-6796

천장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해제면 창매로 23 천장보건진료소 061-452-7721

해제보건지소 진료대기실 해제면 해제중앙로 18 해제보건지소 061-453-3474

용학노인요양원 현관입구 해제면 현해로 1457-8 용학노인요양원 070-7275-6250

해제면사무소 민원실 해제면 현해로 1693 해제면사무소 061-450-4286

무안군공공도서관 1층 현관 해제면 현해로 1695-6 061-450-5465

운남면

운남보건지소 진료대기실 운남면 운해로 607 운남보건지소 061-453-1650

성내보건진료소 진료대기실 운남면 항장길 3 성내보건진료소 061-45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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