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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과장 문명식 061-270-3280 수도과 업무 전반

수도행정

팀장 방경만 061-270-8245 수도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명옥 061-270-3523 국서무, 예산

주무관 박지선 061-270-3521 계약

주무관 임누리 061-270-3522 지출, 결산

주무관 방종명 061-270-8331 공유재산

요금

팀장 박지영 061-270-8246 요금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민지 061-270-3525 요금업무

주무관 이성관 061-270-3527 체납관리, 민간검침원 관리

주무관 박진우 061-270-8698 세입

주무관 신성경 061-270-8646 요금전산

주무관 김순식 061-270-8646 요금전산

실무원 김은정 061-270-3526 요금 민원

급수

팀장 이주현 061-270-8248 급수팀 업무 전반

주무관 조형근 061-270-8563 상수도공사

주무관 곽두석 061-270-8564 계량기 이설

주무관 주명현 061-270-3532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 관리 
배수지 관리

주무관 정세현 061-270-4170 배수지 관리

주무관 최모경 061-270-3548 수도공사

주무관 김찬호 061-270-4172 급수 신설 공사

주무관 고대명 061-270-4171 저수조 청소

누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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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진헌민 061-270-3280 수도과 업무 전반

주무관 박재광 061-270-3396

상수도누수탐사 및 누수방지계획 수립 
누수탐사용역 설계 및 감독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블록시스템 구축 구역별 현황 관리 

구역별 유량분석 및 유수율 분석 

구역고립 급‧배수관 정비 

주무관 박훈봉 061-270-4173 구역유량계 유지관리

주무관 천영수 061-270-8852 통합공사, 누수방지

주무관 곽성복 061-270-8562 굴삭기 유지관리 및 운전

주무관 이진우 061-270-8562 차량관리

정수

팀장 배성식 061-270-8354 정수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채호 061-270-4140

몽탄정수장 수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업무 
정수약품 투입량 결정 및 약품투입시설 관리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수질민원 처리 업무 
시내 관말 잔류염소 측정 및 수질검사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몽탄정수장 시민견학 및 홍보 관련 
몽탄정수장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업무 
몽탄정수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

주무관 이경배 061-270-8351 몽탄정수장 서무

주무관 최창우 061-270-4141 잔류염소 측정

실무원 박한숙 청사관리

기전

팀장 남현일 061-270-8352 기전팀 업무 전반

주무관 윤명철 061-270-4150 기계시설관리

주무관 박태진 061-270-4152 전기시설관리

주무관 임용석 061-270-4159 탈수실 운영

주무관 현진우 061-270-4153

중앙제어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여과지, 회수조, 계측기실 기기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변전실 운영관리 
각 현장 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수질검사

팀장 최창렬 061-270-4142 수질검사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권희 061-270-4143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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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장혜리 061-270-4144 수질검사

주무관 박철훈 061-270-4149
정수기관리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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