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방법 : 주민센터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 신청

- 1차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대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 마을세무사 하는일

- 세무상담 : 국세, 지방세

- 불복청구 :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납세자

▫ 대구시 마을세무사 문의

기   관 전 화 번 호 기   관 전 화 번 호

중구 세무과 661-2378 수성구 세무1과 666-2369

동구 세무1과 662-2374 달서구 세무과 667-2375

서구 세무과 663-2376 달성군 세무과 668-2384

남구 세무과 664-2374 대구지방세무사회 424-0260

북구 부과과 665-2372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803-2525

대구시 마을세무사 이용하세요!!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해주는 동(洞)전담세무사



마을 세무사 전화번호 마을 세무사 전화번호 마을 세무사 전화번호

중
구
 

동인동 김재율 353-1141 서
구

상중이동 심영보 583-3032

수
성
구

수성4가동 김준현 745-2277

삼덕동 이재원 429-6033 원대동 전성호 353-5030 황금1동 권중원 357-6671

성내1동 김준현 745-2277

남
구

이천동 조경래 627-7794 황금2동 조경래 627-7794

성내2동 이종욱 593-3040 봉덕1동 김경호 254-1235 중동 장성덕 628-6700

성내3동 이종욱 593-3040 봉덕2동 김경호 254-1235 상동 김영봉 353-5100

대신동 우영락 253-4411 봉덕3동 장성덕 628-6700 파동 안중동 654-8433

남산1동 이재원 429-6033 대명1동 김홍균 566-9252 두산동 안중동 654-8433

남산2동 김영봉 353-5100 대명2동 김홍균 566-9252 지산1동 장성윤 742-9100

남산3동 이창준 653-5040 대명3동 이창준 653-5040 지산2동 이광욱 783-6783

남산4동 황삼환 656-6123 대명4동 서영복 625-9994 범물1동 박병준 421-0110

대봉1동 최상백 256-6001 대명5동 서영복 625-9994 범물2동 차원식 755-0370

대봉2동 김태환 626-0062 대명6동 서영복 625-9994 고산1동 장성윤 742-9100

동
구

신암1동 정인형 746-3773 대명9동 최재인 652-4053 고산2동 천성묵 354-8100

신암2동 김학동 741-8343 대명10동 최병선 621-0993 고산3동 정인형 746-3773

신암3동 이재만 525-5400 대명11동 황삼환 656-6123

달
서
구

성당동 정윤수 627-7798

신암4동 이한룡 628-5600

북
구

고성동 박순석 425-4325 두류1·2동 이재만 525-5400

신암5동 전성호 353-5030 칠성동 예종길 382-0060 두류3동 임용석 656-4500

신천1·2동 서정철 359-3171 침산1동 강재원 423-1770 본리동 정윤수 627-7798

신천3동 박병준 421-0110 침산2동 정우일 424-6747 감삼동 이한룡 628-5600

신천4동 안대용 743-6699 침산3동 구광회 351-1900 죽전동 이성완 522-8848

효목1동 안대용 743-6699 노원동 천성묵 354-8100 장기동 최수만 582-7916

효목2동 이광욱 783-6783 산격1동 이종현 219-7898 용산1동 박건규 627-5252

도평동 서정철 359-3171 산격2동 한순철 383-3315 용산2동 문원호 573-4100

불로봉무동 최상백 256-6001 산격3동 이종현 219-7898 이곡1동 이분자 588-2300

지저동 박종윤 745-7406 산격4동 예종길 382-0060 이곡2동 심영보 583-3032

동촌동 배준범 742-5023 복현1동 문도영 354-9889 신당동 최수만 582-7916

방촌동 배준범 742-5023 복현2동 이광용 341-7467 월성1동 강석순 654-0111

해안동 여길순 746-3131 대현동 차원식 755-0370 월성2동 이재환 653-9925

안심1동 박기양 745-7402 검단동 구광회 351-1900 진천동 최재인 652-4053

안심2동 박기양 745-7402 무태조야동 전미진 358-3700 상인1동 방기호 652-2157

안심3·4동 김학동 741-8343 관문동 전미진 358-3700 상인2동 박순석 425-4325

공산동 권중원 357-6671 태전1동 손병년 359-3131 상인3동 강석순 654-0111

서
구

내당1동 이성완 522-8848 태전2동 손병년 359-3131 도원동 노태수 655-6151

내당2·3동 이재진 568-6111 구암동 한순철 383-3315 송현1동 김무영 557-9696

내당4동 정수득 568-4600 관음동 김 활 353-5559 송현2동 김무영 557-9696

비산1동 김주동 655-1991 읍내동 김 활 353-5559 본동 정수득 568-4600

비산2·3동 방기호 652-2157 동천동 방진호 324-6800

달
성
군

화원읍 이재진 568-6111

비산4동 이진욱 552-2211 국우동 이종원 584-2345 논공읍 최삼태 654-3585

비산5동 정우일 424-6747

수
성
구

범어1동 김상우 783-5500 다사읍 문원호 573-4100

비산6동 이진욱 552-2211 범어2동 이전호 745-4477 가창면 김상우 783-5500

비산7동 이광용 341-7467 범어3동 김재홍 742-4721 하빈면 문도영 354-9889

평리1동 김주동 655-1991 범어4동 김재홍 742-4721 옥포면 최삼태 654-3585

평리2동 김종순 561-6661 만촌1동 이전호 745-4477 현풍면 이재환 653-9925

평리3동 김종순 561-6661 만촌2동 박종윤 745-7406 유가면 최병선 621-0993

평리4동 이종원 584-2345 만촌3동 여길순 746-3131 구지면 박건규 627-5252

평리5동 이재환 653-9925 수성1가동 강재원 423-1770

평리6동 노태수 655-6151 수성2·3가동 임용석 656-4500

대구광역시 마을세무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