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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

국   장     이정국 061-339-8801 안전도시건설국 업무 전반

건설과

과   장     이재관 061-339-8880 건설과 업무 전반

건설행정

팀   장     유지영 061-339-8881
건설행정팀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사도설치허가 업무, 지명위원회 관리, 국유재산(집단민원), 

골재채취업등록및관리

주무관     강현주 061-339-8882 국/과 서무, 보안, 기록물 관리, 충무계획 작성

주무관     차소연 061-339-8884 국.과 예산 및 회계, 물품관리, 교통량 조사

주무관     김사랑 061-339-8883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주무관     전은진 061-339-8885 옥외광고물등록, 전문건설업

토목

팀   장     노상수 061-339-8891 토목팀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국책사업, 현안사업 추진 및 협의

차   장     김의정 061-339-8892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공사

주무관     최재용 061-339-8893
주민숙원사업 업무 추진, 기타 토목관련 소규모시설 업무 추진,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자문위원

회 운영

주무관     박우승 061-339-8894 관내 법정도로 미불용지 업무 추진,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등의 보상 및 토지수용 업무추진

농업기반

팀   장     남영호 061-339-8901 농업기반 업무 전반, 경지정리 및 한계농지정비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개발예정지 조사 및 계획

주무관     김현영 061-339-890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저수지 수변개발 조성사업 등

주무관     김   의 061-339-8903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개간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로관리

팀   장     한   완 061-339-8911 도로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도로관련사업(굴착) 위원회 관리, 교량 관련

주무관     김학민 061-339-8912 도로점용허가 부과징수, 접도구역 관리, 도로정비 및 도로보수원, 도로보수 자재관리, 설해대책

주무관     박주빈 061-339-8913 교량유지보수 접도구역관리,설해대책

주무관     이준성 061-339-8914 도로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주무관     백석종 061-339-2566 도로 노면 청소차량 및 제설차량 담당

주무관     임채준 061-339-8916 차량운전

주무관     서상돈 061-339-8916 차량운전

차   장     송대중 061-339-2566 도로 유지,보수 운전

실무원     김광민 061-339-2566 도로유지보수

조명관리

팀   장     임승록 061-339-8906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신설,보수 등 공사 업무 총괄

주무관     최   호 061-339-8908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관리(1,2권역) 공원등 유지관리,가로(보안)등

인계인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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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기상 061-339-8907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관리(3,4권역) 공원등 유지관리,가로(보안)등

인계인수업무

안전재난과

과   장     최준석 061-339-7270 안전재난과 업무 전반

안전행정

팀   장     조혜숙 061-339-7871 안전행정팀 업무전반, 안전도시 만들기 시책업무

주무관     김지연 061-339-7872 서무, 회계, 예산

주무관     홍상의 061-339-7875 인력동원 및 중점 자원관리,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주무관     진영주 061-339-7874 민방위 훈련 운영 관리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 및 장비 관리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

사회재난

팀   장     김윤명 061-339-7291 사회재난팀 업무전반

주무관     차동명 061-339-7292 시특법 시설물, 재난관리기금, 사회재난 복구, 민관협력위원회, 지하안전

주무관     김민경 061-339-7294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장 안

전관리, 유선 및 도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동력수상레저 운

영관리 및 안전점검 등

주무관     이승균 061-339-7293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관리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재난관리자원시스템 운용, 안전한국훈련, 민간다중이용시설(훈련 및 위기관리매뉴얼), 재난배

상책임보험,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등

자연재난

팀   장     노대광 061-339-7281 자연재난팀 업무 전반

차   장     박철만 062-384-8883 덕례, 동섬1.2, 장림 배수펌프장 관리

차   장     원선희 061-339-7287 배수펌프장 관리

주무관     조현철 061-339-728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무관     최우일 061-339-2581 송월배수펌프장관리

주무관     박성주 061-339-7297 청동, 영산 배수펌프장 관리

주무관     곽근희 산포1, 산포 2, 내기리 배수펌프장 관리

주무관     강승구 061-339-7285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무관     최유리 061-339-728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관리, 풍수해보험,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조 지원체계 구축

주무관     김신우 061-339-728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 및 사업 추진, 재해영향평가, 재해위

험해소 관련사업,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천정비

팀   장     윤동현 061-339-7861 하천정비팀 업무 전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주무관     문   경 061-339-7862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추진

주무관     김주연 061-339-7865
국가하천둔치,공원 경관조성계획, 국가하천,공원수목유지관리,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소하천 공

사편입토지 등 하천 관련 각종 보상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공유재산관리 등

주무관     김성연 061-339-7867 하천 불법행위 단속

주무관     박가영 061-339-7864
소하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하천정비팀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주무관     서정열 061-339-7866 배수문관리

주무관     이행훈 061-339-7863 하천 시설물 관리

중대재해T/F (http://www.naju.go.kr)



중대재해T/F

팀   장     이창렬 061-339-7271 중대재해T/F팀 업무 전반

주무관     지혜진 061-339-7272 중대재해관련 업무

도시과

과   장     노세영 061-339-8960 도시과 업무 총괄

도시행정

팀   장     임미영 061-339-8961
도시행정팀 업무전반, 공유재산 관리, 송월·이창택지 유지관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 민원처리

주무관     김수연 061-339-8962 서무, 회계, 기록물 관리

주무관     강민철 061-339-8963
도시개발사업 보상대상 토지 보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처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행위허가 등

주무관     장인성 061-339-8964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팀   장     임창호 061-339-8971 도시계획팀 업무 전반

주무관     양진우 061-339-8973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 도시

계획관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노안친수구역 조성사업

주무관     박성훈 061-339-897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동지역)

주무관     유안식 061-339-8972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에너지신산업과, 건축허가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농촌개발), 

업무

주무관     김세진 061-339-8974 개발행위허가 (다시, 문평, 노안, 금천)

도시개발

팀   장     남기문 061-339-8981 도시개발팀 업무전반

주무관     한철희 061-339-8982 지역개발사업

주무관     최철주 061-339-8983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도시개발(준공)완료 시설물 관리 협의 및 이관

주무관     윤병진 061-339-8966
개발제한구역(준공)완료 시설물 관리 협의 및 이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수립 및 추진, 

지역개발사업(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재생

팀   장     정찬종 061-339-8181
도시재생 총괄 및 추진, 도시재생 정책 및 시설업무 전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황성화계획 수

립, 영강동 도시재생(H/W)

주무관     문병열 8182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주무관     백만석 061-339-8185 영산동 도시재생사업,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주무관     김은서 061-339-8184 죽림지구(S/W), 영강동 시설물 관리

주무관     노해성 061-339-8186
빈집정비사업(영산동 도시재생구역 내) 외부집수리 지원사업(영산동 도시재생구역 내, 죽림동 

도시재생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H/W 및 S/W사업(금천면)

주무관     염은진 061-339-8183 읍성권 도시재생, 폐산업시설 사업(s/w사업), 영산동 도시재생사업(s/w사업) 담당

주무관     김소윤 061-339-8187
죽림동 도시재생 H/W사업 추진(나주근대역사기념관 조성, 나주로컬푸드판매존 조성, 청춘스

트리트몰 조성)

경관디자인

팀   장     정유선 061-339-8991 경관디자인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지은 061-339-8992 건축물 색채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협의, 전라남도 좋은경관만들기팀 운영관리

주무관     송유경 061-339-8993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심의 관련업무, 간판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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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과   장     김영백 061-339-8830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

교통행정

팀   장     최현진 061-339-8831 교통행정업무 총괄,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주무관     조유리 061-339-8837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운영(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택시 운송업 민원처리 사항(양도․
양수, 개시․휴지, 부제), 100원 택시 운영, 브랜드 콜택시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전반(조례

, 운영관리 등)

주무관     박신철 061-339-8832
버스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유가보조금 지급(버스), 여객터미널사업 인허가, 안심귀가버스 운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자동차대여사업,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주무관     신선진 061-339-8838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관리,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대중교통 노선개편 홍보 등

주무관     김성은 061-339-8834
과 서무에 관한 사항, 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보안 및 기록물 관리업무, 타 팀 업무에 속하

지 않은 사항

주무관     김건주 061-339-8833
대중교통(버스) 면허등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스) 사업계획 변경등에 관한 사업, 

버스노선, 운행시간표 관리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반에 관한 사항

주무관     마정상 061-339-883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유가보조금 지급(화물), 물류창고업 등록 및 관리, 충무계획 

수립 및 비상대비 업무,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에 관한 사항

실무원     이영하 061-339-8836
유가보조금 지급(택시), 100원 택시 운영 지원, 택시 재정지원(카드수수료, 통신료, 래핑 등), 노

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교통지도

팀   장     김홍열 061-339-8861
교통지도업무 전반, 지방보조금지원(교통분야), 교통불편신고 상담 및 접수(당직), 교통거리질

서 캠페인 추진

차   장     신동근 061-339-8867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등), 자동차

관리법(안전기준, 등록번호판 등) 위반 행정처분, 교통불편 신고 상담 및 접수

주무관     오현영 061-339-8862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찰 송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업무, 무단방치차량 검찰 송치, 불법자

동차 민원처리(국민신문고), 시홈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주무관     정석호 061-339-8865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단속,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

원 사업

주무관     박래경 061-339-8864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반, 주차장특별회계총괄, 팀 서무 및 회계, 교통불편 신고 상담 및 접

수(전화, 시 누리집)

주무관     정진환 061-339-8863      (    ),    

주무관     박형규 061-339-8869
  (  CCTV, ),  ,   

지도단속

실무원     임성훈 061-339-8866
     ,  (

신문고, 렌터카 임차인 변경 포함)

교통시설

팀   장     배용진 061-339-8841
교통시설팀 업무 전반,교통안전심의회, 교통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관리, 교통

안전시행계획 수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주무관     오종민 061-339-8842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동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화물삭도궤도 업무, 기계

식주차장 점검 및 관리

주무관     류나영 061-339-8843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관리,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주무관     정지현 061-339-8845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읍면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카메라 및 교통안전표지설치 

및 유지관리

주무관     유평주 061-335-400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차량등록

팀   장     김방호 061-339-8871
 ,   ,   , 

차령초과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 및 말소, 차량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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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정겸 061-339-8876
팀서무, 자동차및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불

법 이륜차 등록 업무 총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주무관     이정아 061-339-8875 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특수) 등록, 자동차 등록업무 일계관리, 자동차 과태료 업무 지원

주무관     양진경 061-339-8873
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특수) 등록, 자동차 멸실신청 처리, 동원관련업무, 자동차과태료 업무 

지원, 자동차 저당 및 압류 등록

실무원     양수성 061-339-8872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등록업무 일계관리, 차량등록팀 세외수입(증지수입), 이륜차 등록

건축허가과

과   장     변동진 061-339-7240 건축허가과 업무전반

주택행정

팀   장     임중규 061-339-7241 주택행정팀 업무전반,국민주택특별회계,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차   장     김수영 061-339-7242 서무, 회계, 예산,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무관     오   은 061-339-7243 주거급여, 영구·전세임대접수, 농촌장애인주택개조, 행복둥지사업, 기타 주거복지 관련 업무

주무관     박병철 061-339-7244
한옥관련사업, 행복주택사업, 재해주택,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주택개량),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공동주택

팀   장     최우창 061-339-7791 공동주택팀 업무 전반, 주택조합 설립 업무

주무관     오시나 061-339-7792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주택관련 위원회 운영, 대지조성 사

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주무관     김승현 061-339-7794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리,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로등, 승강기),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팀   장     김훈모 061-339-7251 건축인허가 전반( 다시, 문평)

주무관     윤지은 061-339-7256 건축인허가(빛가람, 금남, 성북, 송월, 혁신산단), 건축조례 개정, 건축위원회 운영

주무관     장윤동 061-339-7253 건축인허가(금남, 성북, 송월, 남평), 화재안전성능보강

주무관     정재욱 061-339-7254 건축허가 (영산, 영강, 이창, 산포, 금천)

주무관     이성철 061-339-7252 건축인허가(왕곡, 동강, 다도)

주무관     서다빈 061-339-7255 건축업무처리(세지, 공산, 봉황, 반남)

건축지도

팀   장     강곤희 061-339-7261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추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업무 총괄,각종 조례제정 운영,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지침 운영

주무관     이정희 061-339-7245 기계설비 인허가 및 유지관리,위법건축물 지도,단속(송월, 영산, 봉황, 다도)

주무관     정혜민 061-339-7263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빛가람, 문평, 노안, 성북, 금남, 영강, 다시)

주무관     장준영 061-339-7262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이창,왕곡,세지,공산,동강,남평)

주무관     김인혜 061-339-7264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금천,문평,산포,반남,성북동)

인허가

팀   장     변홍석 061-339-7801 - 산지, 농지, 축산폐수,오수,단독정화조 인허가

주무관     최형철 061-339-7802 산지 전용 허가

주무관     박   샘 061-339-780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주무관     이유미 061-339-7803 농지 전용 허가�협의 (세지,공산,왕곡,반남 외 전지역)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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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과

과   장     박덕진 061-339-7640 상하수도과 업무 전반

상하수도행정

팀   장     심현진 061-339-7641 상하수도행정 전반, 상하수도행정 시책 발굴 및 검토, 직원 근태

주무관     이연하 061-339-7643 공사 용역 물품 매입 계약, 입찰, 공유재산관리, 상수도 수탁, 개조공사 계약

주무관     김기연 061-339-7645 회계, 지출, 일반회계 결산,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조금관리, 물품관리

주무관     방나영 061-339-7644
상수도요금 수입 및 체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금 관리, 하수도 

통계 총괄

주무관     박지혜 061-339-7642
일반서무,급여 지출. 지하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지하수요금 체납관리, 희망근로지원사업추진

, 청사관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무원     문형준 061-339-7647 지하수 요금 부과, 청사 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무원     정혜영 061-339-7647 휴직

수질복원

팀   장     전해서 061-339-7651 수질복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최영준 061-339-7667
폐수처리장 인수추진 및 운영관리, 시설개선 및 기술진단 업무, 수수료부과, 폐수처리장 기술진

단

주무관     이창원 061-339-7653
○ 산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추진 ○ 나주공공하수처리

장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 나주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추진

주무관     문상기 061-339-7654 현애원 가축분뇨처리장 관련 시설 개선 사업 추진, 공공요금 지출 업무

주무관     이창언 061-339-7655 관리대행업체 운영관리(나주, 산포, 공산, 가축분뇨, 분뇨처리장)

차   장     황상모 061-337-7652
관리대행업체 관리대행 운영관리 업무, 빛가람수질복원센터 개선사업 추진, 국가안전대진단 관

련업무

수자원관리

팀   장     원성수 061-339-7661
수자원관리 업무전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소규모수도시설 중장기정비계획 수립, 절수설비

협의

차   장     이   훈 061-339-7662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정화업, 시공업 인허가 관련 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

주무관     최익선 061-339-7664
광역 및 지방상수도 수질 관리 및 먹는물 수질검사, 광역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 소규모수도시

설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주무관     정순길 061-339-7663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광역상수도 확충공사

주무관     김주용 061-339-7665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절수시설 협의

주무관     송영주 061-339-7666 중부급수장치 시설공사, 상수도사업 준공관련 관망도 정비 및 유지관리

주무관     서동채 061-339-7668 급수시설공사 관리 및 지도, 남부지역 급수장치 시설공사 전반

하수시설

팀   장     박성용 061-339-767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수관거사업 계획수립 총괄 지도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차   장     나병열 061-339-7674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 건축물 배수설비 협의및 준공 하수관거 유지관리

주무관     이정원 061-339-767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사업 설계,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 하수관거 BTL사업

주무관     안희순 061-339-7672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설계, 하수시설팀 예산 및 서무에 관한 사항, 하수관거 기술진단

주무관     이권익 061-339-7648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 중수도 관련 업무,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 업무

주무관     정광문 061-339-7675
마을하수도 사업 설계,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하수도 대장작성 및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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