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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실과명 전화번호

형사제1부

[수사지휘관서 : 의정부·철원경찰서]

인권.감찰, 행협.외사

수사지휘

소년.범방, 학교폭력

교통, 특사경

 

(031)820-4397

(031)820-4408

(031)820-4396/4226

(031)820-4350

형사제2부

[수사지휘관서 : 남양주·연천경찰서]

조세, 관세, 경제

수사지휘

식품 I, 의약

식품 II, 농수산

민생침해범죄 I, 금융·보험, 공정거래

민생침해범죄 II, 지재

 

(031)820-4526

(031)820-4524

(031)820-4414

(031)820-4715

(031)820-4400

(031)820-4707

형사제3부

[수사지휘관서 : 가평·구리·양주경찰서]

안전사고

과학수사

사행행위, 퇴폐

강력

방·실화

 

(031)820-4372

(031)820-4338

(031)820-4372

(031)820-4338

(031)820-4758

형사제4부

[수사지휘관서 : 동두천·포천경찰서]

환경

수사지휘, 피해자지원

성폭력, 형사조정

가정폭력, 아동학대

건축, 부동산

 

(031)820-4846

(031)820-4711

(031)820-4432

(031)820-4434

(031)820-4843

형사제5부

[수사지휘관서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 법조비리, 범죄수익환수

첨단.컴퓨터범죄

 

(031)820-4312

(031)820-4278

공판송무부
공판업무 등

열람.등사업무

(031)820-4416

(031)820-4803

공안부

[수사지휘관서 : 국정원, 노동관서]

대공 I, 선거 I, 노동 I, 출입국, 테러

기획 I, 선거 II, 노동 II, 마을변호사

대공 II, 기획 II, 선거 III, 집단, 노동 III

 

(031)820-4392

(031)820-4748

(031)820-4859

총무과

인사, 채용

청렴, 감사, 친절

행사, 서무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발급

기록물 관리

민방위, 예비군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

청사관리.유지

물품구매.조달.관리

압수물 환부 등

(031)820-4542,3

(031)820-4544

(031)820-4537

(031)820-4536

(031)820-4816

(031)820-4538

(031)820-4548

(031)820-4746

(031)820-4747

(031)8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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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실과명 전화번호

사건과

압수물의 가환부 진정·내사, 국민신문고

사건의 접수·배당, 추송

영장(구속,압수), 적부심 접수

수사지휘, 변사, 행협사건 접수

영장(체포,통신), 석방건의 접수

민원상담

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 접수

고소,고발접수, 수사중 열람등사

인권침해신고

민원(재외국민등)재기 신청

민원공문회신, 제증명

경찰재기,공무원범죄통보, 출국금지 관련

지명수배, 소재수사

범죄피해자구조관련 사항, 형사조정

범죄피해자국선변호인,주거지원,피해자상담

(031)820-4563

(031)820-4562

(031)820-4809

(031)820-4569

(031)820-4566

(031)820-4567

(031)820-4702

(031)820-4568

(031)876-4000

(031)820-4713

(031)820-4576

(031)820-4713

(031)820-4564

(031)820-4683

(031)820-4770

집행과

노역장유치, 형집행장

벌과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촉탁․수탁

벌과금납부 증명발급, 사회봉사, 환급

기록대출․기록송부

기록의 검증(서증조사), 열람․등사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인명표 송부

(031)820-4495

(031)820-4582

(031)820-4589

(031)820-4722

(031)820-4594

(031)820-4812

수사과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

중요범죄 정보수집 및 수사
(031)820-4608

공판송무과

불출석피고인, 형사보상, 보석

국가(행협)배상,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자유형 집행

DNA 채취, 집행유예 실효·취소

구속(형)집행정지, 상소권회복

국가소송

행정소송

소송비용

(031)820-4822

(031)820-4826

(031)820-4662

(031)820-4664

(031)820-4823

(031)820-4626

(031)820-4518

(031)82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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