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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환경국



관광문화환경국

국   장     이춘형 061-339-8101 관광문화환경국 업무 전반

관광과

과   장     김화영 061-339-8580 관광과 업무 전반

관광정책

팀   장     박소연 061-339-8591 관광정책팀 업무총괄, 500만 관광시대 자문위원회 추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

주무관     김건우 061-339-8594 관광기획, 관광산업, 관광활성화, 기타 관광정책 업무

주무관     이   영 061-339-8592
회계 및 예산, 관광 공모전 추진 및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리, 관광통계 작성 및 신규 관광지 등

록지점 발굴, 관광사업 인허가 및 지도 관리

주무관     신예인 061-339-8593 일반 서무,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관리

관광개발

팀   장     강정석 061-339-8711 관광개발팀 업무 전반, 관광지 운영(위탁, 사용수익허가 등) 총괄, 관광지 유지보수 업무 총괄

주무관     박연제 061-339-8712 관광개발사업 추진

주무관     남동현 061-339-8713
보상 업무 추진,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석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조성사업, 소

규모 관광개발사업

관광마케팅

팀   장     최민정 061-339-8721 관광마케팅팀 업무 전반, 관광박람회 업무 추진, 실험적 축제 개발

주무관     이윤혁 061-339-8723 황포돛배 운영관리, 영산포 홍어축제,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주무관     안주현 061-339-8722
시 대표 축제 개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대외광고 홍보(관광이벤트, 홍보 영상, 마케팅 용역

등)

주무관     김은서 061-339-8724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관광취약 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 사업 추진 등

주무관     나가영 061-332-1755 빛가람호 선장 및 황포돛배 매표업무 등

주무관     문승아 061-332-1755 황포돛배 운영 및 점검 등

실무원     김지윤 061-339-8725 관광문화 홈페이지 운영관리 보조, 황포돛배 운영관리 보조, SNS 운영관리

실무원     정재삼 061-332-1755 왕건호 선장 및 황포돛배 매표업무 등

실무원     김래찬 061-332-1755 왕건호 선장 및 황포돛배 매표업무 등

실무원     김용주 061-332-1755 나주호 기관사 및 황포돛배 매표업무 등

관광시설관리

팀   장     김승선 061-339-8581 관광시설팀 업무 전반

주무관     나광민 061-339-8582 관광시설물 행정절차 이행 및 안전관리(노후시설 보수),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주무관     김정원 061-335-7008 영산테마파크 관리운영

실무원     권용숙 061-332-6565 목사내아 시설관리 운영

실무원     신봉섭 061-332-6565 목사내아 시설관리 운영

실무원     이태리 061-332-6565 목사내아 시설관리 운영

실무원     권미숙 061-332-5432 목문화관 운영관리

실무원     박연심 061-335-7058 영상테마파크 운영관리 보조 및 매표소 업무

 >  > 나주소개 시청안내 조직도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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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원     박연심 061-335-7058 영상테마파크 운영관리 보조 및 매표소 업무

실무원     이승혁 061-339-8583 관광시설 운영관리,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관리

실무원     안영석 061-335-7058 영상테마파크 운영관리 보조 및 시설물관리

실무원     최해미 061-335-7058 영상테마파크 운영관리 보조 및 청소업무

영산강국가정원조성TF

팀   장     옥성관 061-339-8701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총괄, 영산강변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총괄, 영산강 권역 관광 명

소화 추진

주무관     박   솔 061-339-8702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업무, 영산강변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문화예술과

과   장     김효경 061-339-4600 문화예술과 업무전반

단   장     김종순

주무관     박윤철

문화정책

팀   장     모성민 061-339-4601
문화 정책 업무 전반,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인물선양사업,문화콘텐

츠 발굴 및 활성화사업

주무관     강한빛 061-339-4602
서무,예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 의병선양사업 및 의병도시협의회 운영, 나주시지 

편찬 및 관리,종교단체 관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주무관     박정일 061-339-4603
천년정원 조성사업,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문화예술 관련 시설 건립, 나주문화원사 건립추진,

성향공원 관리,박물관, 미술관 관련 정책업무,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주무관     선영란 061-339-4605 나주학 관련 사업 추진 등, 나주바로세우기사업(유물수집 관리), 의병관련 유물수집

주무관     박효주 061-335-5008 백호문학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나주시민오케스트라 운영,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

주무관     장현우 070-4217-5495 문화예술특화사업단 총괄 나주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전반 지원

주무관     박경현 070-4217-5496

문화광광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지역문화자원 기초조사 및 현황파악,문화예술 특화사업 

개발, 화남산업 아트플랫폼, 시립미술관 등,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지원,나주시 문화예술관련 

사업 전반 지원

주무관     김채은 070-4217-5497 문화예술사업단 서무 회계,지역문화자원 기초조사 및 보고서 제작

실무원     이유정 061-335-5008 백호문학관 운영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백호임제문학상 운영보조

예술진흥

팀   장     김은숙 061-339-4621

예술진흥팀 업무 전반, 중단기 지역예술 진흥,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문화예술단체 사무 운영공간 확보 및 시립국악단 조성 공간 업무 추진, 예술인 지

원사업 업무 추진

주무관     김수진 061-339-4622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전통공예 관련 업무, 명인명장 육성 지원사업

주무관     김다영 061-339-4623

나주시립예술단 운영,문화행복배달사업, 문화인력양성 사업, 시립국악원 설립 운영,스마트미디

어스테이션 운영 활성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금남동 야외공연장 관리, 빛가람 호수공원 버

스킹 사업

실무원     신민경 061-339-4624 나주시립예술단 운영(단원 복무관리, 지출)

문화도시

팀   장     차진희 061-339-4631 문화도시팀 업무 전반, 문화도시조성사업 공모 총괄,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관리

주무관     김진숙 061-339-4632

나주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운영, 노래연습장, 컴퓨터 PC방, 오락실, 음

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출판업, 인쇄업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성

화

주무관     김다희 061-339-4633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 천연염색공방 운영, 천연염색 관련업무 추진,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운

영,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성화,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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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장     윤지향 061-339-8611 문화재관리팀 업무 총괄, 문화유산 재생 종합 계획 수립

주무관     김한경 061-339-8615

팀 서무 및 회계,나주목 관아 및 나주읍성 복원·정비 사업,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문화재 발굴, 복원 현장 시설 관리, 정렬사 시설

물 및 유물 관리

주무관     박수진 061-339-8612

문화재 지정 및 지정(보호)구역 확대/ 문화재 학술 연구 및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

가 및 영향성 검토/ 국립나주박물관 및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업무 협력/ 허용기준안 수립/ 세

계문화유산 등재

주무관     이현영 061-339-8617
공공근로사업, 문화재 매매업 관리, 천연기념물 구조,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 허가, 정렬사 추모

제향 업무, 전통문화유산 전승 지원

주무관     이종성 061-339-8613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문화재 안전경비, 환경정비 인력 채용·관리, 전수교육관(나주학생독립운

동기념관, 정관채전수교육관, 윤병운전수교육관), 전시관, 기념관 시설관리, 문화유산 활용 진

흥사업(안내판, 경관조명, 무장애), 나주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정렬사 시설물 유지관리

주무관     이병하 061-339-8614 문화재 관련 위탁시설물 운영 및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전수관 등) 육성 지원

문화예술회관

팀   장     김동수 061-339-4611

한국문예회관엽합회 총괄 운영관리, 기획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공연장 무대 총괄 감독, 시설물 

영선 총괄관리, 문화예술회관 기계설비, 냉난방시설 운영관리, 각종 공연 홍보, 나주 문예회관 

확충 소규모 공연장 건립 사업

차   장     임장택 061-339-4612

공연장 무대기계시설 운영관리, 기획,초청,우수공연 및 관람권 판매,정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회관 기계설비(소방) 냉난방시설 운영관리, 시설물 대관에 관한사항, 세

입세출부과 운영관리, 상설작품 유지 운영관리

주무관     박장신 061-339-4613
공연장 무대음향시설 운영관리, 문화교실 운영 및 문화회원 관리, 문화예술회관 시설내 물품 대

여, 상주단체 지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주무관     최재훈 061-339-4615
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운영관리,문화예술회관 전기,통신시설물에 관한 사항,시설물 영선관리에 

관한 사항,시설물 청소 관리에 관한 사항

주무관     이종민 061-339-2540 시민회관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 시민회관 운영 관리

마한역사문화

팀   장     서지영 061-339-8151
마한역사문화팀 업무 총괄,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유치), 마한역사문화권 지자체 연계, 협력사

업 추진,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주무관     조은지 061-339-8152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허가,마한역사

문화정비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마한 관련 각종 행사 추진

주무관     고요한 061-339-2993 서무, 회계, 원도심사업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의병박물관건립지원TF

팀   장     이진숙 061-339-4641
남도의병박물관건립지원 업무 총괄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행정

절차 이행 - 전라남도 업무 혐약 관련사항

주무관     이나영 061-339-4642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업무 및 사업 부지 토지 매입 등

환경관리과

과   장     양철수 061-339-8920 환경관리과 업무 전반

환경관리

팀   장     임진광 061-339-8921
환경관리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주무관     이유진 061-339-8923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관련,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시스템 운

영 등

주무관     김유진 061-339-8922
일반서무, 회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녹색제품 공공구매, 탄소포인트제,환경분야 충무

계획

주무관     송숙은 061-339-8925
탄소중립관련 정책 일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업무

주무관     이현지 061-339-89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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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도

팀   장     장은진 061-339-8931

환경지도팀 업무 전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단속,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기타수질오염원 인허가 및 행정처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

분

주무관     임서경 061-339-8932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가동개시(시작) 신고 수리,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

시설 자가측정 면제 승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환경책임보험 관련 업무, 화

학물질 안전관리 및 조례운영

주무관     이곤지 061-339-8933

* 담당읍면동: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영강동, 영산동, 빛가람

동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시작) 신고 수리 ○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사전신고(변경) 및 지도점검 ○ 배출시

설(대기, 수질) 악취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환경관리인 교육 및 배출업소 관련 실적보고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장 등록 및 

관리 ○ 명예환경감시원 임명 및 관리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주무관     김경범 061-339-8934

담당읍면동: 남평읍, 세지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동강면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비산먼지·특정공

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 ○ 초과배

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 대기배출업체 자가측정 관련 실적보고 ○ 폐수배출업체 위탁처리 실

적보고 ○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사전신고(변경) - 남평읍, 세지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동강면, 노안면, 영강동, 영산동, 빛가람동 ○ 군소음 보상업무 ○ 생활소음 민원처리 및 빛공해 

방지업무 ○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업무 및 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관리 ○ 수질오염사고 업무 추

진 ○ 명예환경감시원 임명 및 관리

주무관     정예원 061-339-8935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사전신고(변경),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신고(변경), 자동차배출

가스 지도단속 등

가축분뇨지도

주무관     양하승 061-339-8953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재활용사업장 변경신고

주무관     한성빈 061-339-8952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가축분뇨 관련영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가축분뇨 

재활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수질관리

팀   장     유창규 061-339-7831
비점오염저감시설 용역 및 시설운영 관리, 집단민원 및 악성·고질적 민원 대응, 수질관리팀 업무

총괄

주무관     남현철 061-339-7832 수질오염총량,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

주무관     이가람 061-339-783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가축매몰지 관측정수 

수질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악취개선

팀   장     박병규 061-339-8851 악취개선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홍찬 061-339-8852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악취포집차량관리

주무관     김유승 061-339-8854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악취개선추진단 구성 및 운영, 악취배출 민간감시원 복무

관리

주무관     이지수 061-339-8853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관리, 악취대책위원회 운영,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관리, 악취배

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도시미화과

과   장     봉형균 061-339-8940 도시미화과 업무 전반

청소행정

팀   장     나영일 061-339-8941
청소행정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원 및 환경미

화원 구역획정에 관한 사

주무관     이화진 061-339-8945 서무, 회계, 예산

주무관     정희형 061-339-8944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포함) 및 차고지 관리

주무관     이주호 061-339-8942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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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허승준 061-339-8943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

주무관     박우용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이유근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나강률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오진현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최현우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조은일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이효중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김중귀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조경진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박성철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백노기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이승찬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송채우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정의영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서정우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박경섭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권용선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정주원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오관석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홍종명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주무관     이주헌 061-339-8944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차량운전

폐기물관리

팀   장     권현웅 061-339-8946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주무관     정심영 061-339-8948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폐기물처리(재활용 등)신고자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지도점검

주무관     이혜연 061-339-8947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포함) 허가 및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포함) 허가 

및 변경허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차   장     탁인철 061-339-8949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자원재활용

팀   장     황효미 061-339-8651 자원재활용팀 업무전반

주무관     조영재 061-339-865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단속,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

주무관     황현지 061-339-8653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1회용품 사용규제 지

도점검 및 행정처분,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등

환경시설운영

팀   장     임정섭 061-339-2571 환경시설운영팀 업무 전반

차   장     김용문 061-339-2573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위생매립장 굴착기 관리

주무관     김준형 061-339-2572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위생매립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전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추

진 등

주무관     최민규 061-339-2572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침출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유지관리 등

주무관     김태용 061-339-2573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복토,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http://www.naju.go.kr)



주무관     김태용 061-339-2573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복토,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무관     김지혜 061-339-2573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위생매립장 차량(방역차량, 잔재물운송차량) 유지관리 등

실무원     송성대 061-339-2573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관리

공원녹지과

과   장     강현철 061-339-7200 공원녹지과 업무 전반

녹지정책

팀   장     박순옥 061-339-7201 녹지정책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사업시행 제외)

주무관     손자희 061-339-7202 서무 및 예산·회계,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산림박람회 시군 산림관 운영지원

주무관     정상현 061-339-7203

정책 숲가꾸기사업,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임산물 재해 및 복구,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산림사업 법인 및 목재생산업 관리,양묘

사업

주무관     임가영 061-339-7205
조림사업,나주사랑 나무심기 식목일행사 추진,산림경영계획 및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허가,

산지이용계획 구분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농림사업(산림소득분야),임업직접지불금 업무

실무원     윤성희 061-339-7207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산림정책팀 업무 보조

실무원     양선민 061-339-7206 산림 및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보조, 조림,숲가꾸기 민원처리 등 현지점검

공원관리

팀   장     곽상은 061-339-7211 공원관리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 및 점용 허가

주무관     서유정 061-339-7212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남산시민공원, 철도공원, 대호수변공원, 남평월현대산, 남평 강변도시

공원, 자전거테마파크, 어린이공원 등)

주무관     김   호 061-339-7213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운영 및 관리, 학교숲,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등

주무관     박준철 061-339-7213 도시공원 경비(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와 협업)

실무원     양광숙 061-339-7215 공원관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학교숲 사후관리

산림보호

팀   장     정명근 061-339-7221
산림보호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불대응센터 

조성

주무관     김주영 061-339-7223
토석채취허가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산림훼손 최소화, 특별사법경찰 업무(임야내 발생사건)산

림복원, 임도사업

주무관     정현일 061-339-7222 사방사업, 산사태, 임도, 산림병해충, 보호수

주무관     정신승 061-339-7224 산불예방 종합대책 수립,산불진화대, 산불차량 및 장비 관리,산림공익요원 관리

실무원     홍교철 061-339-7226 산림보호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산림보호팀 업무보조(물품구입, 공공운영비 지출 등)

실무원     김현준 061-339-7227 산림병해충 업무보조,임도관리 업무보조,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업무보조

실무원     이동수 061-339-7227 임도 현장 점검 및 관리,임도 관련 기간제 관리,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 관리

실무원     강동국 061-339-7227
산림병해충 업무(소나무생산확인표),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 관리,보호수 및 노거수 관

리

조경

팀   장     조정현 061-339-7231 조경팀 업무 전반,정원문화산업 육성

주무관     박지현 061-339-7233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숲속의전남 만들기 사업 ,타부서 조경분야 협의(원도심 녹지점용허가 

등),시경계 녹지공간 조성사업,가로수 관련업무,정원문화산업 육성

주무관     위주영 061-339-7232
도시숲(녹색쌈지숲 등) 조성관리,나주사랑 나무심기 추진,시청사 조경 관리,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조성,가로조경 사업,녹색자금 지원사업,조경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주무관     박진철 061-339-7236
가로화단 사계절 꽃 식재 및 관리,시 직영 양묘장 운영,조경수 묘포장 관리,마한고분군 주변 꽃

단지 조성사업

실무원     박연진 061-339-7235 조경팀 일자리 관리 및 업무보조
(http://www.naju.go.kr)



실무원     박연진 061-339-7235 조경팀 일자리 관리 및 업무보조

실무원     국광두 061-339-7237 가로수 사후관리,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

실무원     김경숙 061-339-7234 무궁화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금성산 야생화 꽃길조성 등

빛가람공원녹지

팀   장     한순애 061-339-2611 빛가람공원녹지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빛가람전망대 조경

차   장     윤형석 061-339-2613 빛가람동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리,빛가람동 공원녹지 불법행위 단속

주무관     이환준 061-339-2612 빛가람동 중앙호수공원.녹지.가로수 조성 및 관리

주무관     이승률 061-339-2614
빛가람동 공원 조성 및 관리,,공원 불법 행위 단속(어린이공원 제외) 빛가람전망대 홍보관 및 기

획전시실 운영,빛가람전망대 공무직 관리

주무관     이문삼 061-339-2616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운영 관리,빛가람전망대 시설 관리(전기, 기계, 통신, 소방)

운영 관리

주무관     김은서 061-339-2615 빛가람동 녹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무원     김종광 061-339-2617 전망대 운영관리(안전요원) 및 시설 유지관리 보조, 빛가람동 공원 시설 유지관리 보조

실무원     이시현 061-339-2617 전망대 운영관리(안전요원) 및 시설 유지관리 보조,빛가람동 공원 시설 유지관리 보조

실무원     임형진 061-339-2617 전망대 운영관리(안전요원) 및 시설 유지관리 보조, 빛가람동 공원 시설 유지관리 보조

실무원     김도웅 061-339-2617 전망대 운영관리(안전요원) 및 시설 유지관리 보조,빛가람동 공원 녹지 관리 보조

실무원     나영화 061-339-2617 전망대 시설관리(안전요원), 빛가람동 공원 관리 보조

실무원     박성수 061-339-2617 전망대 시설관리(안전요원), 빛가람동 공원 관리 보조

실무원     문주현 061-339-2617 전망대 시설관리(안전관리),빛가람동 공원관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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