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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

국   장     나상인 061-339-8601 미래전략산업국 업무전반

일자리경제과

과   장     문혜인 061-339-8290 일자리경제과 업무 전반

일자리창출

팀   장     유설희 061-339-8311
일자리창출 전반, 일자리정책 종합대책수립,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설립지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관리

차   장     장효주 061-339-8313 일자리종합대책, 공시제 등

주무관     조현이 061-339-8312 국.과 서무, 4060희망일자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등

주무관     김미경 061-339-8314 회계 및 예산,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물품관리, 공유재산 관리,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실무원     이   미 061-339-8315
공공일자리사업총괄(공공근로사업,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4대보험(공공근로,지역방

역)지급, 일모아시스템, 이직 확인서(공공일자리사업) 발급 및 제출

실무원     박윤경 339-8603 , 339-810

3
미래전략산업국장실 비서

지역경제

팀   장     박종천 061-339-8821
지역경제팀 업무전반,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총괄,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리

주무관     정유미 061-339-882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추진, (예비)마을기업 육

성계획 수립,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 및 신고수리, 물가종합대책

주무관     서규복 061-339-8823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운영, 노사화합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노동상담소 운영관리, 직

업소개소 등록 관리,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주무관     고영빈 061-339-263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총괄

주무관     문성원 061-339-2638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사회적경제조직D/B 구축 및 네트워크강화, 창업 인큐베이

팅, 아카데미운영, 공유경제업무 지원

소상공인지원

팀   장     선점숙 061-339-8161

소상공인지원팀 업무 전반,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지도, 전통시장(목사고을,영산포풍물) 질

서유지 및 관리(노점상 단속,기간제근로자 등), 목사고을시장 소방안전관리대행자 감독, 새마을

금고 등록 관리

주무관     박홍영 061-339-8162

지역경제(상점가) 활성화 시책(공모 등) 추진, 다시5일시장 공유재산관리 현안추진, 대부업, 대

규모점포 등록 관리,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담배소매인 지

정 관리

주무관     박재원 061-339-8163

전통시장(목사고을 및 영산포풍물시장) 점포 사용 허가 및 운영관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시

장경영패키지, 장보기행사), 소상공인 정책사업 추진(손실보상, 방역지원비,노란우산공제 등), 

통신판매업 신고, 특수판매업 신고 등

주무관     양정운 061-339-8165
전통시장(6개소) 시설현대화사업, 지자체-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전통시장(6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기업육성

팀   장     강숙희 061-339-8291
기업육성 전반, 중소기업 사업육성 계획,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지역혁신/산학연 연계구축), 

산업단지 기업인 협의회 운영

주무관     정희정 061-339-8292 공장 등록 업무, 지식산업센터 및 혁신도시 클러스트 부지 입주기업 관리

주무관     고채은 061-339-8293
중소기업 지원, 나주시 벤처빌딩,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금 지급, 스타기업 육성지원 출연

금 지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지급

 >  > 나주소개 시청안내 조직도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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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고채은 061-339-8293
금 지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지급

산단조성지원

팀   장     홍웅민 061-339-8321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반, 산업(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업무 전반, 산업단지 지정(

조성) 종합계획수립,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 업무전반, 팀업무 관련 소송 전반

차   장     고강용 061-339-8322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반, 혁신산단 기술업무 및 일반업무

주무관     이정길 061-339-8323
산업·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산업·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임대공장유지관리, 산

업·농공단지 관리

주무관     박지인 061-339-8324
나주혁신산단(주) SPC 업무 지원, 임대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 업무, 특별회계(농공지구관리, 국

민임대산단) 관리, 산단조성지원팀 민간사업 정산

투자유치

팀   장     한병호 061-339-8301
투자유치 전반, 투자의향기업 상담 및 현장 안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각종 공약사항 추

진 및 기업민원 관리 해결

차   장     이용재 061-339-8302 투자유치 국비보조금 업무, 투자유치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

주무관     박수진 061-339-8303 투자유치 도·시비 보조금, 지식정보문화기업 지원 및 관리,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 등

미래전략과

과   장     정태진 061-339-4650 미래전략과 업무 전반

미래전략

팀   장     조민관 061-339-4651 미래전략팀 업무 전반, 미래성장전략 개발 및 수립

주무관     박찬영 061-339-4653 국가대형 연구시설 유치(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총괄), 국가산업 연계 정책사업 총괄

주무관     박지희 061-339-4652 과 서무, 회계, 예산, 기록물 관리, 보안, 초강력레이저 및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지원업무

주무관     박재완 061-339-4654
국가대형 연구시설 유치(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지원업무),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사업 총괄, 

국가산업 연계 정책사업 지원업무

주무관     권성희 061-339-4664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핵융합실증로용 가열 중성입자빔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업무 총괄),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총괄

첨단산업

팀   장     김경도 061-339-4661 첨단산업팀 업무 전반,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주무관     김형민 061-339-4662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연관 기관 협력 추진 및 연계 프로젝트 개발, 정부·전남

도 대응업무

주무관     김선영 061-339-4663
첨단산업 연계 지역전략사업 발굴,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추진(산업용 드론 기업육

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시범사업, 미래채움사업), 팀 내 프로젝트 지원

혁신도시지원

팀   장     이지연 061-339-4681
혁신도시지원팀 업무 전반, 혁신도시 종합기획 및 발전전략수립, 혁신도시 정책 및 이전업무 촉

진, 혁신도시 시즌2 현안업무 총괄관리

주무관     박노연 061-339-4682

혁신도시 시즌2 현안업무 추진, 이전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협력업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발굴 및 승인, 16개 공공기관과 상생 

자매결연,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빛가람페스티벌 지원

주무관     최효성 061-339-4683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및 관리, 광역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협력 및 지원업무(이전

기관과 지역발전 상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빛가람페스티별 지원업무 추진)

데이터기획

팀   장     김진향 061-339-4701 통합운영센터 업무 전반, 통합운영센터 기본계획수립

주무관     홍장석 061-339-4705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추진 및 현장 시설물 운영 관리, 무인국사 운영관리, 자가통

신망 운영관리, 통합운영센터 청사관리

주무관     조형주 061-339-4707
통합운영센터 시스템 개발 추진 및 운영 관리, 전남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 모니터링 관제요

원 관리, 통합운영센터 보안관리 및 상황실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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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관리, 통합운영센터 보안관리 및 상황실 운영관리

주무관     이도현 061-339-4706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및 개방, 공공데이터플랫폼 운영, 데이터분석 지원 등

실무원     강현주 061-339-4704
CCTV 개인정보자료 반출입 관리, 영상자료 제공 및 열람 접수 대장관리, 센터 출입카드 발급

및 관리, 교통전광판 홍보 및 관리

실무원     염등원

공공기관이전T/F

팀   장     김승훈 061-339-7851

공공기관이전T/F 업무 전반,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홍보 종합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지

원 종합계획 수립, 정부·연관기관 등 동향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주무관     강현정 061-339-4655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기술업무 지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업무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사 등 유치전략 수립 지원, 혁신도시 이주민 이주시설 관리 운영

주무관     김혜준 061-339-4684
공공기관 2차이전 유치전략 수립 용역, 공공기관 2차이전 유치위원회 운영, 연관*유관기관 현

황 데이터 수집 등, 이주민 유물보관시설 관리운영

에너지신산업과

과   장     임은숙 061-339-8360 에너지신산업과 업무 전반

에너지밸리

팀   장     강미숙 061-339-8361
에너지밸리팀 업무 총괄, 한전 및 에너지 관련기관 업무 대응, 에너지밸래 기업유치 및 활성화 

사업,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주무관     문   선 061-339-8363 과 서무, 회계, 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관련 업무 추진

주무관     홍효영 061-339-8362

국가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사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openLAP후속사업), 에너지산업융

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나주시 RE100 에너지정책 자

문위원회 운영

에너지육성

팀   장     김병국 061-339-8371
에너지육성팀업무 전반,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사업,전기차 전주기 탄소

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에너지신산업 관련 신규 공모사업 추진

주무관     이승훈 061-339-8372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사업,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사업, 기타 에니지신산업 관련 공모사업 추진

주무관     김정관 061-339-8373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화 기반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영농,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에너지관리

팀   장     나득수 061-339-8381
에너지관리팀 업무 총괄, 연료 안정 수급 종합대책 추진,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주무관     서유리 061-339-8383

도시가스 인허가 및 보급사업,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업 인허가(지도점검, 행정처분 포함), 

광업 업무에 관한 사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사업, 수소

차 충전소 인허가 사항

주무관     김혜정 061-339-8382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산업육성,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및 징

수

주무관     장강진 061-339-8392

석유판매업 인허가,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주유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관리 및 행정

처분, 충무계획 수립 및 동원자원조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융복

합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보조사업

에너지복지

팀   장     조장훈 061-339-8391 에너지복지팀 업무 총괄, 전기사업 인허가 총괄, 한전 전원개발·전원확보사업 등 업무지원

주무관     김윤곽 061-339-8393
전기(발전)사업 인·허가(공산, 다시, 문평, 금천 산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취약

계층)

주무관     최갑중 061-339-8394
전기(발전)사업 인·허가(설비용량 1,000� 미만) 업무(사업허가변경, 사업개시신고, 사업양수

인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 업무 지원

주무관     박지영 061-339-8395
전기(발전)사업(설비용량 1,000� 미만) 공사계획신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지역지원), 에

너지캐쉬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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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대응T/F

팀   장     임양섭 061-339-8396 열병합발전소 현안대응, 열병합발전소 관련 소송 총괄, 관계 기관과의 협의 총괄

주무관     김영상 061-339-8398 열병합발전소 관련 소송(손해배상 소송 등)

주무관     오창헌 061-339-8397 열병합발전소 현안 대응, 관계 기관과의 협의 보조,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원 대응

교육지원과

과   장     나권승 061-339-4680 교육지원과 업무 전반

교육정책

팀   장     오승필 061-339-4691 교육정책 업무 전반, 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지원

주무관     송희택 061-339-4694

꿈이름 배움카드, 교육진흥재단 관리 및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거점

형 영어체험교실 어학연수 및 방학 중 캠프, 폐교재산(금천동초) 관리, 공공기숙사 관리 교육경

비지원심의위원회, 나주교육행정협의회 관리

주무관     전세현 061-339-4693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해외명문학교유학프로그램, 민간단체보조금, 학교시설개선사업, 교육협

력지구, 에너지교육특구 관리

주무관     이   진 061-339-4692 서무, 회계, 예산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작은학교(통학차량) 지원

주무관     유다솜 061-339-4695 방과후학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장학생 선발 지원사업 등

평생교육

팀   장     위점희 061-339-4671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 전반 나주애 배움바우처 사업에 관한 업무 전반 평생학습 활

성화 기획,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주무관     박경숙 061-339-467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사업 추진 등

주무관     문윤형 061-339-4673
평생학습정보방 운영 및 유지관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지원(직장인 대상 강좌 등)

주무관     김정화 061-339-4675
나주애 배움바우처 학습자 관리 및 상담, 학부모 평생교육 운영, 학교 평생교육 운영, 평생교육 

강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평생교육 재능기부 활성화 전략 추진

주무관     서민지 061-339-4676
국가평생교육 바우처 업무 지원, 나주애 배움바우처 기관 등록 및 홍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실무원     박민혁 061-339-467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협력

팀   장     김신철 061-339-4696
국에너지공대 지원 총괄 업무 전반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업무 전반 유관기관 

대외협력 업무 전반(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대 등) 대학 협력 업무 전반

주무관     김병부 061-339-4697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업무 한국에너지공대 대학발전기금(출연금) 지원 업무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업무 유관기관 대외 협력 업무(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대 

등)

나주시립도서관운영지원T/F

팀   장     윤영옥 061-339-4581 나주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총괄업무

주무관     박찬우 0613394589
나주 시립도서관 회계, 도서·기록류 구입 및 관리, 견학·독서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인력

,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국가근로장학생, 봉사자 관리 등

주무관     송창우 061-339-4587 나주시립도서관 청사(자료실) 관리 및 경비, 나주시립도서관 이용자 관리

주무관     김   곤 061-339-4586 나주시립도서관 청사관리

실무원     김승자 061-339-4588 나주시립도서관 야간 운영

실무원     요고야마다

이 061-339-4587
나주시립도서관 청소업무

빛가람시립도서관운영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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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김용경 061-339-4591 빛가람 시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총괄,전라남도립도서관 관련 업무

주무관     박진수 061-339-4592 빛가람시립도서관 도서 및 자료실 관리, 홈페이지 관리

주무관     양수지 061-339-4593 빛가람시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행사운영

주무관     이기형 061-339-4595 빛가람시립도서관 청사(열람실,강의실)관리 및 경비, 빛가람시립도서관 이용자 관리

주무관     임현수

실무원     강지웅 061-339-4598
빛가람시립도서관 자료실(야간 개관) 도서 대출 ·반납·정리 및 도서회원관리 기증도서 등록 및 

정리, 연체도서 관리 시민참여강좌 운영(평생학습, 야간문화강좌)

실무원     한송이 061-339-4598
빛가람시립도서관 자료실(야간 개관) 도서 대출 ·반납·정리 및 도서회원관리 기증도서 등록 및 

정리, 연체도서 관리

체육진흥과

과   장     노부기 061-339-4500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

체육진흥

팀   장     최준성 061-339-4561 체육진흥업무 총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리

주무관     신수산 061-339-4562 과 서무, 예산, 회계, 공공스포츠클럽 및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주무관     이예림 061-339-4563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지원, 체육진흥기금관리 등

주무관     김다영 061-339-4513 장애인체육회 지원, 시단위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관리

체육시설관리

팀   장     유남률 061-339-4521
체육시설관리 및 건립 총괄,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총괄,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관리 등

차   장     김지혜 061-339-4528 공공체육시설 건립, 팀서무, 공무직·기간제·공공근로 인력관리(인건비 포함), 마을운동기구 등

차   장     오정택 061-339-4523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동네체육시설(게이트볼장 등) 유지 보수 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리(강변

저류지 하천점용 포함)

차   장     장재영 061-339-4525 빛가람복합혁신센터건립, 공공체육시설 건립, 공공체육시설 육상트랙 교체

주무관     정진이 061-339-4524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입(사용자 안전관리 및 정리지도), 국민체육센터 및 농어민문

화체육센터 운영지원

주무관     박원호 061-339-4545 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안전 운영관리

주무관     이미림 061-339-4545 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안전 운영관리

주무관     김민화 061-339-4545 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안전 운영관리

주무관     최선길 061-339-4572 실내체육관 운영관리 및 방호, 인덕정,국궁장 운영관리

주무관     김대길 061-339-4524
선수합숙소,롤러경기장,강변저류지야구장,파크골프장,혁신도시체육공원 시설운영 및 방호, 남

산테니스장,영산포테니스장. 영산강 둔치공권 운영관리,관용차량 배차승인 및 관리(화물차량)

주무관     박창범 061-339-4526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 시설운영 및 방호, 시설물관리 장비관리

주무관     최규성 061-339-4530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 시설운영 및 방호, 시설물관리 장비관리 

등

주무관     이수원 061-339-4529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선수합숙소, 종합운동장 내 기계실․보일러․냉난방기 등 관리 및 

방호

주무관     오상안 061-339-4527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선수합숙소, 종합운동장 내 기계실․보일러․냉난방기 등 관리 및 

방호

실무원     박영미 061-339-4545 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안전 운영관리

실무원     윤형희 061-339-4545 수영장 이용자 민원안내 및 청결유지

실무원     김애선 061-339-4545 수영장 이용자 민원안내 및 청결유지

실무원     이관형 061-339-4545 수영장 이용자 민원안내 및 청결유지

실무원     신세원 061-339-4545 수영장 이용자 민원안내 및 청결유지

실무원     이선행 061-339-4545 휴직(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안전운영관리)
(http://www.naju.go.kr)



실무원     이선행 061-339-4545 휴직(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안전운영관리)

스포츠마케팅

팀   장     문   식 061-339-4571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스포츠마케팅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동희 0613394572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스포츠마케팅 홍보, 직장운동경기부 육

성, 스포츠강좌이용권

레저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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