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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실   장     정종도 061-339-8230 기획예산실 업무 총괄

기획

팀   장     오시근 061-339-8231 시정 및 주요시책 사업 등 종합 기획, 시정연설문, 신년사 등 작성

차   장     이설이 061-339-8232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신규 체감시책 발굴 추진, 시정 주요 현안사업관리, 시 종합개발 중장기 발

전계획 수립 운영

주무관     김현후 061-339-8234
실 예산/회계, 주간 현안업무보고,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국.도립기관 및 이전기관 부서책

임제 운영, 광역행정협의회 관련 등

주무관     위정민 061-339-8233
서무, 보안 및 기록물관리, 보조금24관리, 시정조정위원회, 행정제도 개선,더 큰 나주아카데미 

운영, 시정제안제도 운영, 정책실명제, 지속가능발전법 운영

예산

팀   장     방태주 061-339-8241
예산업무 총괄, 지방재정 종합계획 수립, 지방재정건전성 계획 수립, 예산집행 재정사항의 합의

, 상용노조 임금 협상에 관한 사항, 예산 관련 민원 해결(국민신문고 등)

주무관     선민규 061-339-824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총괄), 성립전·전용·변경사용·예비비 사용 승인, 예산 이체

승인, 예산개요, 재정분석, 전시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신속집행(총괄)

주무관     김보미 061-339-8244

예산편성(실, 보건소, 대외협력사업소, 의회),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운영지도, 예산통

계, 재정공시, 신속집행(보조), 예산편성 등 예산운용업무 지원, e호조시스템 관리, 기금운용 총

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주무관     정경화 061-339-824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월 관리, 지방재정건전성 계획 수립, 지방채·우발채무 등 채무관리

,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성과예산제 운영

주무관     이지환 061-339-8243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 출연기관 관리, 성인지예산제 운영, 예산 효율화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절감액(유보액) 관리, 예산 배정 관리(수시배정, 재배정 등)

공모사업관리

팀   장     황종민 061-339-8281 공모사업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신성군 061-339-8282
공모사업 관리, 국고지원 현안사업 관리(생활SOC포함),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및 지원, 특별교

부세 관리

주무관     박화향 061-339-8283
보통 부동산교부세 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관리,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관리 정책

연구용역 관리,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

성과관리

팀   장     김향숙 061-339-8251 성과관리팀 업무 전반, 정부합동평가업무 등

주무관     손민수 061-339-8252
성과관리 및 주요 시정 평가 추진, 성과관리 지표 및 추진실적 관리, 성과관리 직원 교육 및 전산

운영,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응모, 외부기관 및 기타 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의회협력

팀   장     정현주 061-339-8256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도 시의회와 자체단체 간의 업무 협의,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 연

구, 법제행정 종합 기획,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주무관     임지훈 061-339-8257
자치법규 등 입안심사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연구, 법령관리 및 

자치법규 시스템 관리,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심사 및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주무관     강현복 061-339-8258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의회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의 동향관리, 시의

회와 집행부의 간담회,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정책결정을 위한 의원과 간부공무원 토

론회, 의정동우회 지원, 행정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인구청년정책

 >  > 나주소개 시청안내 조직도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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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www/introduction
http://www.naju.go.kr/www/introduction/city
http://www.naju.go.kr/www/introduction/city/organization


팀   장     박은혜 061-339-7891 인구·청년정책, 통계업무 총괄, 지역인구·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주무관     김   실 061-339-7892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홍보, 인구·청년 관련 부서 사업 연계·계획,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

영, 청년센터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청년 관련 시책 발굴 및 관리

주무관     박지훈 061-339-7893 통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결혼축하금,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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