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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330-9500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서비스센터 339-

3450

나주소방서방호구조과 : 330-0832 (소방시설인허가 및 준

공)

나주경찰서 민원실 339-

0324

등기소332-6702

나주세무서 330-0200, 근로장려금은 국세청(나주세무

서)

건강보험공단 330-

9810

해양도시가스(도시가스 공사관련) 332-

2006

대한법률구조공단 334-

7805~6

한국국토정보공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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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센터 (이창동사무소옆) 333-

9190

민원인팩스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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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번호 061-339-****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직통번호

일자리경제과

(별관1층)

직업소개소 등록, 지역공동체일자리 김시진 8823

담배소매업 김미경 8165

나주사랑상품권 박지인 8824

통신판매업신고 박재원 8163

공공근로 이미 8294

공장설립,산업단지입주확인 정희정 8292

산업단지조성,시설공사,혁신산단조성사업, 산업,농공단

지토지보상
고강용 8322

산업,농공단지유지관리 이정길 8324

산단분양, 혁신산단(주)336-9916 조성민 8303

미래전략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2층)

* 빛가람로 719

혁신도시기반시설 관련업무 원주민주거시설 시설보수 강현정 4682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업무, 이전지원, 각종 협의회 관

리, 정주여건 개선
박노연 4684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추진 최효성 4683

에너지신산업과

(별관1층)

전기발전사업인허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주택태양

광)
김기상 8393

도시가스,가스인허가 조장훈 8382

주유소인허가 김병국 8381

친환경차(전기화물, 승용, 이륜, 수소전지차) 보급사업 임가은 8383

교육지원과

(본관2층)
한전공대 관련업무 최민규 4697

체육진흥과

(스포츠파크)

* 영산강변로 99

체육시설업 신고(당구장포함) 김다영 4563

스포츠바우처 김동희 4572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마을운동기구 오정택 4523

종합스포츠파크 시설물 관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최진석 4524

관광업인허가 이영 8592

손서린, 이

 >  > 참여민원 종합민원 민원담당공무원민원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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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별관3층)

각종 축제관련
손서린, 이

윤혁
8722, 8723

황포돛배 이윤혁 8723

관광홈페이지 관리 김지윤 8725

문화예술과

(별관3층)

문화재 지역 토지매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송혜진 8616

복암리고분전시관,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이병하 8614

천연기념물 보호 이현영 8617

정렬사 관리 조은지 8618

문화재 지정, 문화재관련 학술연구 박수진 8612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김한경 8615

노래방,인쇄업,출판사,음악,음반,영화상영,게임제작업 정수일 4633

문화바우처(문화누리) 이나영 4604

천연염색 문화재단 김진숙 4632

환경관리과

(본관3층)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 녹색제품 공공구

매
김유진 8922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이혜연 8924

LPG화물차 신차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수렵면허, 야생동물피해(유해조수포획허가)

정수현 8923
민간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

수

기타수질오염 설치관리, 배출시설 설치허가 세차장허가

, 수질오염사고
임서경 8932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명예환경감시원

,
이곤지 8933

빛공해, 소음, 비산먼지 이현지 8934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및 지도단속 가축분

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손태호 8953

호혜원 건축물 등 철거사업, 축산악취 이정훈 895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비점오염저감사업 남현철 7822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설치신고, 공중화장실 청

소, 실내공기질
이가람 7833

도시미화과

(본관 1층)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 석면건축물 제

외승인 신청,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조현주 8947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지정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탁인철 894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정심영 8948

공원녹지과

(본관1층)

숲가꾸기사업, 산림일자리사업, 재해위험수목, 임산물 

재해 및 복구
임가영 7205

조림, 입목벌채, 산림경영계획, 산지이용구분, 임업직불

제, 농림사업
정상현 7204

불법산림훼손 단속, 사방사업, 산사태 예방, 보호수 관

리, 산림병해충 방제
손자희 7224

가로수 조성, 녹지점용허가, 도시숲조성, 녹색자금지원,

꽃길조성
정현일 7232

도시바람길숲, 숲속의전남만들기 정명근 7231

빛가람호수공원 관리, 빛가람전망대 관리 이환준 2613

혁신도시 내 공원관리,빛가람동공원점용허가 위주영 2612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직통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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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산생태물놀이장, 영산강둔치 유채밭, 금성산생태숲

, 등산로 관리
김호 7213

공원조성관리, 나주숲체원, 공원점용허가 조정현 7212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불법산림훼손 단속, 임도관

리
김주영 7223

산불예방대책, 불법소각행위 단속 정신승 7227

빛가람동 녹지 및 가로수관리, 빛가람동 녹지 점용허가 김은서 2615

건설과

(본관 옆 차고지 2층)

골재선별(바다골재)파쇄, 골재채취업등록 이주영 8884

국.공유재산관리(건설교통부), 전문건설업 등록 박지혜 8883

교통량조사 이주영 8884

옥외광고물허가.신고,옥외광고물 등록 전국일 8885

사도개설 유지영 8881

도로정비,접도구역관리, 과적차량

최철주 8914

방지턱(일반도로),반사경,인도개설, 도로풀베기, 도로

제설, 교량관련

기타 도로민원

도로점용허가,제한차량 운행허가, 노상적치물

마을안길,주택배수로,주민숙원사업,부실공사 방지운영 최재용 8893

도로편입토지용지보상, 도로편입 묘지이설(보상),토지

수용
박우승 8894

배수로관련,농로포장민원,수도작, 소규모사업민원, 골

재채취허가(육상)
김현영 8892

구거점용(농림수산부),국유재산(농림수산부), 개간허가

, 저수지,관정
김의 8903

가로등 설치, 고장신고

최호 8907

문상기 8908

안전재난과

(별관2층)

재난안전관리 전동윤 7294

민방위 진영주 7874

승강기 인허가, 승강기 관련민원 차동명 7292

수상레저기구등록 전동윤 7294

재해위험지구정비

조현철 7284

강승구 7285

최진선 7297

재난지원금 원선희 7287

국가하천 사업 윤동현 7862

소하천사업 남동현 7867

지방하천사업 이충석 7867

국가.지방하천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박준철 7296

하천보상,골재채취허가(하천) 강유진 7865

하천점.사용허가 김곤 7866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 시청앞 홍보탑 옥외광고물 송유경 8993

개발행위(왕곡, 공산, 동강, 반남, 세지) 박병삼 8976

개발행위(빛가람) 박성훈 8973

개발행위(송월, 영강, 금남, 성북, 영산, 이창), 도시관리
장인원 8975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직통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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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본관1층)

개발행위(송월, 영강, 금남, 성북, 영산, 이창), 도시관리

계획관련,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
장인원 8975

개발행위(다시, 문평, 노안, 금천, 토지분할) 강민철 8974

개발행위(산포, 다도, 봉황, 남평) 배대진 8972

도시관리계획도로개설,지역개발사업 박재욱 8982

도시계획도로개설

한철희 898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전거도로관리,자전거도로표지판보수

GB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허가(가설물 축조,건축행위

등)
박정일 8965

도시개발에 따른 편입 토지보상 ,미불용지보상 박종민 8963

교통행정과

(본관3층)

시내버스운영전반, 교통카드환승민원, 버스노선조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여객자동차터미널 인허가
김건주 8833

택시재정지원,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운영 유가보

조금(택시)
김태윤 8837

여객자동차(장의차,전세버스),자동차대여사업,운송사

업인허가 유가보조금(버스),버스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마정상 883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차고지설치,택배허가 유가

보조금(화물)

교통불편 고충민원 신고(버스 승차거부 등) 유승오 8861

자동차관리업(카센터)등록 및 단속,화물여객자동차법

규위반지도단속 자동차관리법위반(무단방치),

불법개조(LED,튜닝),번호판가림

오현영 8867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이선화 8864

주정차 단속업무 전반 박형규 8869

삭도, 궤도업무, 주차장관리, 승강장설치 오종민 8842

어린이(노인)보호구역관리

류나영 8843교통안전시설개선 및 추진(표지판,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추진(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유평주 8844

교통행정과

(시민봉사과 내 

13~16번 창구)

자동차등록(신규,이전,변경,저당)

손석주 8875

양진경 8873

이륜자동차등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건설기계

사업자등록(대여,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정기검사과

태료

양성찬 8876

건설기계등록(신고,이전,변경,저당) 양수성 8872

자동차 말소 (차령초과), 자동차 번호판대행업소 지도감

독
김방호 8871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임중규 7241

주거급여, 영구·전세임대접수, 농촌장애인주택개조,

오은 7243

행복둥지사업, 기타 주거복지 관련 업무

한옥관련사업, 행복주택사업, 재해주택,농촌주거환경개

선사업(빈집정비,주택개량)
박병철 7244

공동주택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오시나 7792

공동주택 관리분야(입주자대표회의,안전관리, 통계 등),

최남경 7793

행위허가 및 불법 지도단속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조건신고 김승현 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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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

(본관1층)

건축허가(다시,문평) 김훈모 7251

건축허가(빛가람, 금남, 성북, 송월, 혁신산단) 윤지은 7256

건축허가(노안, 영강, 영산, 남평, 봉황) 장윤동 7253

건축허가(산포, 금천, 반남, 이창) 정재욱 7254

건축허가(왕곡, 동강, 다도) 이성철 7252

건축허가(세지, 공산) 서다빈 7255

주민편입시설 확충사업(마을 우산각, 우물 등) 최우창 7261

위법건축물 지도단속(빛가람,노안,성북,금남,영강,다시

)
정혜민 7263

위법건축물 지도단속(봉황, 다도, 송월, 영산)

이정희 7245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이창,왕곡,세지,공산,반남,동강,남

평,산포)
장준영 726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금천,문평) 김인혜 7264

농지 전용 허가(세지,공산,왕곡,반남) 변홍석 7801

산지전용허가 최형철 7802

가축분뇨시설 인·허가, 단독정화조 및 오수시설 박샘 7804

농지 전용 허가(세지,공산,왕곡,반남 외 전지역) 이유미 7803

상하수도과

(빛가람수질복원센터)

* 문화로 16

마을상수도 관리, 저수조 청소업 이승훈 7665

상수도누수 정순길 7663

수도신청 송영주 7666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굴착행위신고 이훈 7662

하수관거 사업, 하수도 이정원 7673

마을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맨홀, 침수 나병열 7674

수도요금 민원(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

사
339-3406

총무과

(본관3층)

정보공개 류경순 8413

사회단체보조금, 적십자회비 박이기 8425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김경순 8422

홈페이지 서지영 8454

개인정보관리 신수정 8452

주민생활지원과

(본관1층)

의료급여 조선아 8195

긴급지원, 무연고 노숙자, 행려자 임소라 8505

6.25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최명진 8193

복지대상자조사(영산동, 노안면, 산포면) 김형선 8522

복지대상자조사(남평읍, 영강동) 김숙영 8523

복지대상자조사(세지면, 금천면, 이창동) 김다슬 8526

복지대상자조사(봉황면, 송월동) 황혜영 8527

복지대상자조사(빛가람동,반남면) 이정실 8528

국민기초총괄(생계,장제,해산급여)복지대상자조사(다

도면)
유지혜 8525

복지대상자조사(공산면,다도면,성북동) 송   효 8529

아동수당, 아동급식 조연주 8643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직통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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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변경) 인허가 최정환 8622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교사 재직증명서 김동은 8623

보육료,양육영아수당 책정 및 지급, 셋째아 교육비 정선우 8624

청소년지원,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강민준 8644

사회복지과

(본관1층)

사회복지시설 총괄, 장애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안소희 8512
노인복지관관리,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한부모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안현희 8492

기초연금 지원 및 관리

정웅 8474

납골묘설치신고, 묘지관련 민원, 경로당개보수(소규모)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자원봉사, 결혼중개업 윤은화 8487

여성직업훈련 박누리 8485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일자리 조미라 8496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불법주차 과태료 박민혁 8494

세무과

(시민봉사과 내

17~19번 창구)

취득세(수시분) 나윤수 8542

취득세(신고분), 등록면허세(등록)

천정숙 8791

강주명 8792

박건도 8793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임원재 8541

세무과

(본관1층)

자동차세, 주행세 김도영 8556

주민세(종업원분) 이경섭 7771

세무조사 김동인 7772

지방소득세(법인,양도소득) 서은진 7773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주민세(사업소분) 정수경 7774

주민세(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최진희 7775

체납액 징수 및 조회

남상규 8561

신동근 8562

김언진 8563

김선이 8865

이시영 8866

개별주택 가격 /과표팀 문성현 8572

등록면허세(면허), 과오납관리 이후성 8533

재산세(건축물,주택)

김숙정 8553

주태현 8555

재산세(토지)

정성선 8552

서창희 8554

세외수입 체납 이주연 7783

회계과

(본관3층)

공유지. 시유지 관리 이윤희 8682

청사 내 시설물 민원 김을희 8692

개별공시지가 김주환 8742

부동산중개업 등록(개설, 이전, 폐업) 임지윤 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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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과

공간정보시스템(GIS),도로명시설물 홍욱일 8772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 비법인(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조상땅찾기(지적전산자료)
박상은 8775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

최제윤 8773

김선아 8774

토지이동(세지,동강,금천,산포,봉황,영산,빛가람) 이윤선 8762

토지이동(남평,노안,다도,송월,금남,이창) 김기훈 8763

토지이동(왕곡,반남,공산,다시,문평,성북,영강) 박도하 8764

지적재조사 이다인 7823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1층)

* 왕곡면 덕산길 17

귀농, 귀촌지원 임채윤 7813

농촌체험마을 주선진 7322

주민소득사업 고우영 7323

농어업회의소

이은정 7315

농업인자녀 학자금

배원예유통과

(농업기술센터 1층)

* 왕곡면 덕산길 17

양곡가공업(정미소) 문민경 7332

직불금 관련(기본형,경관,논이모작, 친환경) 김미순 7342

비료생산업 서도윤 7344

소형저온저장고 강병국 7364

비닐하우스 유웅선 7382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2층)

* 왕곡면 덕산길 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임현규 7433

후계농업경영인 김광민 7432

농기계임대 하연 7444

여성농업인교육 임현규 7433

축산과

(별관 2층)

내수면 인허가, 어선등록, 폭염예방 김용철 7602

축산시설현대화, 녹색축산육성기금, 축산재해 추소망 7607

축산업 인허가, 가축통계조사 박기선 7605

동물등록, 유기동물 강종두 7604

AI 방역 오정훈 7612

구제역 및 ASF 방역 김진호 7615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김유경 7616

브루셀라 및 가축전염병 김휘민 7613

가금이동 승인 임한 7617

축산새기술보급시범, 조사료생산기반 정석곤 7621

친환경축산물, 꿀벌산업, 곤충생산업 김수영 762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안현진 7632

축산물영업 인허가, 학교우유급식 신영규 7633

보건행정과

(보건소)

* 풍물시장2길 57-32

식품위생업영업신고,조리사면허관리,건강기능식품영

업신고, 유흥·단란주점허가
김현지 2176

공중위생영업신고,집단급식소 신고, 이·미용사면허관리 이지향 2177

위생관리 전반 이영철 2147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제조보고 윤정현 2175

부정불량식품 강원준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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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모범음식점관리 문병열 215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차다은 2151

난임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김은유 2128

임산부영유아등록 김하영 2154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 풍물시장2길 57-32

의료기관개설신고, 응급의료 김원강 2141

마약류관리, 약무 김세빈 2142

방역, 소독업 신고, 소독 의무 안도원 2164

건강증진과

(보건소)

* 풍물시장2길 57-32

금연 지도 및 점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이채원 215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주연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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