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주소록(관할구역 포함)
기관명

우편번호

소재지

대표번호

관할구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3

국번없이 1350

본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044-202-71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빌딩 1~6층

02-2231-0009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서초구 및 동대문구

서울고용센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1~5층, 9층

02-2004-7301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서초고용센터

066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02-580-4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디마크빌딩 7~9층

02-584-0009 서울특별시 강남구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9층

02-3468-4794 서울특별시 강남구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IT벤처타워동관 10~11층

02-2142-8817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및 강동구

서울동부고용센터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02-2142-8924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동구

성동광진고용센터

0478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1, 2층

02-2047-9900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태영데시앙 빌딩 3, 5층

02-713-0009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남부지청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층 02-2077-6000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1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 및 양천구

서울남부고용센터

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서울강서고용센터

075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3층

02-2063-6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49

02-950-9880 서울특별시 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및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0113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02-2171-1700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도봉구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02-3406-0900 서울특별시 강북구･성북구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02-3281-0009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 및 동작구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3층

02-3282-9200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032-460-4545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032-460-4701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옹진군

2106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032-540-7910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인천북부고용센터

21068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032-540-5641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인천서부고용센터

2286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032-540-2001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14537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

032-714-8700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부천고용센터

145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032-320-8900 경기도 부천시

김포고용센터

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5층

031-999-0900 경기도 김포시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77-0009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고용센터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031-828-0900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고용센터

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031-560-5800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고용센터

1223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층

031-560-1918031-560-1928

동두천고용센터

11357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031-860-1700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양주고용센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49-2300 경기도 양주시

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031-931-2800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고양고용센터

1036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031-920-3937 경기도 고양시

파주고용센터

10930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031-860-0401 경기도 파주시

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031-259-0204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경기지청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고용센터

164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031-231-7864 경기도수원시, 화성시동탄1∼6동･병점1∼2동･진안동･반월동

용인고용센터

1697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2, 4층

031-289-2210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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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화성고용센터

우편번호

소재지

대표번호

관할구역

1830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7층

031-290-0844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 관할지역 제외)

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88-1505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 및 양평군

성남고용센터

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39-3177 경기도 성남시

경기광주고용센터

12757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62

031-799-2760 경기도 광주시･양평군

이천고용센터

17356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원빌딩 1~3층

031-644-3820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하남고용센터

12919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031-730-7000 경기도 하남시

140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031-463-7300 경기도 광명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 및 군포시

안양고용센터

14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2~4층

031-463-0700 경기도 안양시･군포시

광명고용센터

14216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층

02-2680-1500 경기도 광명시

의왕고용센터

1600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89 에이치엘사이언스빌딩 2층

031-463-7460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031-486-0009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안산고용센터

1535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031-412-6600 경기도 안산시

시흥고용센터

15049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정왕프라자 3층

031-496-1900 경기도 시흥시

177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장당프라자 3층

031-646-1114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 및 안성시

평택고용센터

1773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031-646-1205 경기도 평택시

오산고용센터

18131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031-8024-9805 경기도 오산시

안성고용센터

17591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2층

031-686-1762 경기도 안성시

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69-3551 강원도 춘천시ㆍ홍천군ㆍ인제군ㆍ화천군ㆍ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24415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033-250-1900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2553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91

033-650-2500 강원도 강릉시ㆍ속초시ㆍ동해시ㆍ양양군 및 고성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신협빌딩 2층

033-610-1956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속초고용센터

24872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층

033-630-1919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26387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9

033-769-0800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26448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033-769-0909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26015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2-0009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태백고용센터

26015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033-550-8683 강원도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2592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033-570-1900 강원도 삼척시

262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033-374-0009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 및 평창군

262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033-371-6256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

051-853-0009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연제구

부산고용센터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051-860-1919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부산사하고용센터

494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헤리티지 8층

051-520-4900 부산광역시 사하구

4633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051-559-6688 부산광역시 동래구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수영구 및 기장군

4633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051-760-7100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4693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051-309-1500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 및 강서구

4693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고용센터빌딩1-5층

051-330-9900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055-239-6500 경상남도 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창원고용센터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055-239-09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

마산고용센터

513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층

055-259-150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함안군･의령군･창녕군

44664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22

052-272-0009 울산광역시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052-228-1919 울산광역시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릉지청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창원지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2/5

기관명
양산지청

우편번호

소재지

대표번호

관할구역

5063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055-387-0009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

김해고용센터

50925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055-330-6400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고용센터

50629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055-379-2400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고용센터

50423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

055-356-8225 경상남도 밀양시

5262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43

055-752-0009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합천군ㆍ거창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 및 남해군

진주고용센터

5275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055-753-9090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고용센터

5234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055-884-8219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거창고용센터

501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055-949-6589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5301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055-650-1951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및 고성군

통영고용센터

5301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055-650-1800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 3층

055-730-1919 경상남도 거제시

421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053-667-6200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수성구ㆍ북구, 경상북도 영천시ㆍ경산시ㆍ청도군 및 군위군

대구고용센터

420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053-667-6000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

대구강북고용센터

4146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다은빌딩

053-606-8000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동부고용센터

4120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053-667-6900 대구광역시 동구

경산고용센터

38622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85,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3~4층

053-667-6800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42140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3-605-9005

대구서부고용센터

42768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053-605-6500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대구달성고용센터

4298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053-605-95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칠곡고용센터

3989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054-970-1919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성주군

377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054-271-6700 경상북도 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포항고용센터

377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054-280-3000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주고용센터

38104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7~8층

054-778-2500 경상북도 경주시

39390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312-27

054-450-3500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고용센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118

054-440-3300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김천고용센터

39547 경상북도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054-429-8900 경상북도 김천시

36088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11 경상북도 영주시ㆍ상주시ㆍ문경시 및 봉화군

영주고용센터

36088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22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문경고용센터

36977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4층 054-559-8200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진주지청

통영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ㆍ남구ㆍ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ㆍ고령군 및 성주군

36643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00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영양군 및 청송군

36643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062-975-620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 및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고용센터

6124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062-609-8500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광주광산고용센터

62328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062-960-3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55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063-240-3400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진안군 및 무주군

전주고용센터

549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063-270-9100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정읍고용센터

56178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63-530-7500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고용센터

55770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00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54552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78

063-839-0008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익산고용센터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00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고용센터

54392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0 전라북도 김제시

전주지청

익산지청

3/5

기관명
군산지청

우편번호

소재지

대표번호

관할구역

5407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4

063-452-0009 전라북도 군산시ㆍ부안군 및 고창군

군산고용센터

5407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063-450-0600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고용센터

5630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5 새만금빌딩

063-580-0501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58691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061-280-0100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완도군ㆍ해남군ㆍ장흥군ㆍ진도군 및 신안군

목포고용센터

58748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061-280-0500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해남고용센터

59037 전라남도 해남군 중앙1로 61

061-530-2908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5969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061-650-0108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고흥군 및 보성군

순천고용센터

57966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061-720-9114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여수고용센터

5969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061-650-0155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고용센터

57777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커뮤니티센터 8층, 9층 410

061-798-1900 전라남도 광양시

35238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042-480-629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및 금산군

대전고용센터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문정로 56

042-480-600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고용센터

32584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5층

041-851-8501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고용센터

30026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044-865-3219 세종특별자치시

논산고용센터

32989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041-731-8600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99-1114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 및 증평군

청주고용센터

2857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043-230-67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

옥천고용센터

2903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 문화회관 4층

043-730-4100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311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041-560-2800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 및 예산군

천안고용센터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2-5층

041-620-7400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예산군

아산고용센터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지상 2,4층) 29

041-570-5500 충청남도 아산시

27428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3

043-840-4000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 및 단양군

충주고용센터

27428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043-850-4000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고용센터

27184 충청북도 제천시 금왕읍 내토로 441

043-640-9310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음성고용센터

27630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 213

043-880-8600 충청북도 음성군

33482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42

041-931-6640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청양군ㆍ홍성군 및 부여군

33474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041-930-6200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31979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37, 3층

041-661-5630 충청남도 서산시 및 태안군

31995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041-669-1919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목포지청

여수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중앙노동위원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4층 044-202-8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02-3218-6077 서울특별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4633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051-469-4009 부산광역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63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SK허브블루 4층

031-259-5001 경기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042-483-3181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61011

062-526-4272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421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4층

053-752-979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5139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47명빌딩 10층

055-266-1744 경상남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032-430-3100 인천광역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4층

052-208-0001 울산광역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정부춘천합동청사 3층

033-269-3404 강원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043-299-1260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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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우편번호

소재지

대표번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55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063-240-1600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지노위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064-710-7990 제주특별자치도

최저임금위원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정부세종청사 11동 403호

044-202-8410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별관

044-202-849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1호

044-202-7912

고용보험심사관실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7호

044-202-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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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