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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행정조직과업무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

국장 이영권 061-270-8842 자치행정복지국 업무 전반

자치행정과

과장 이영예 061-270-3210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

서무

팀장 김광빈 061-270-8158 서무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봉주 061-270-3269 의전, 행사

주무관 김동현 061-270-8340 복무, 보안

주무관 최소은 061-270-3231 국서무

실무원 김은경 061-270-8540 목포시 행사 승인 및 관리 등

시정

팀장 김명일 061-270-8159 시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유세훈 061-270-3238 선거

주무관 백승훈 061-270-3234 시책

주무관 박정춘 061-270-3239 동향

주무관 김승준 061-270-3237 동예산

주무관 김나연 061-270-3236 민간인표창

주무관 윤시현 061-270-3707 시민소통신문고 운영

주무관 박현지 061-270-8524 소통업무 지원

실무원 고정효 061-270-8513 시정팀 업무 보조

인사

팀장 박경훈 061-270-8160 인사팀장

주무관 이연주 061-270-8522 인사

주무관 김신혁 061-270-3439 조직, 정원관리

주무관 한경록 061-270-3438 인사전산

주무관 김지은 061-270-3467 연금, 호봉, 공제

주무관 박세연 061-270-8626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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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박세연 061-270-8626 교육

후생복지

팀장 김명훈 061-270-8214 후생복지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명석 061-270-3571 공무원, 공무직 노조

주무관 이원영 061-270-8572 공무직급여

실무원 이서연 061-270-8368 마을금고

기록물관리

팀장 최현경 061-270-8610 기록물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류미란 false 기록물 관리

주무관 이선경 061-270-8192 공인, 우편물, 전자문서배부

실무원 노준혁 061-270-3346 기록물 전산입력

실무원 서예준 061-270-8524 우편, 기록물

실무원 손연희 061-270-8520 기록물 전산입력

고향사랑

팀장 정보현 061-270-1231lse 고향사랑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은실 061-270-1235 고향사랑 답례품, 시스템

주무관 김경은 061-270-1236 고향사랑 기금

주무관 오혜련 061-270-1232 고향사랑 홍보

주무관 박승찬 061-270-1234 고향사랑 홍보

비서실

실장 정병철 061-270-3704 비서실 총괄

비서 엄상민 061-270-3241 수행비서

비서 김승균 061-270-3202 행정비서

비서 최지우 061-270-3202 시장비서실

파견및장기교육

파견및장기교육 고영배 false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파견및장기교육 정하영 false 교육파견

파견및장기교육 김은영 false 교육파견

파견및장기교육 곽경아 false 교육파견 

파견및장기교육 문정훈 false 교육파견

파견및장기교육 김광명 (재)전라남도문화재단 파견
(http://www.mokpo.go.kr)



파견및장기교육 김광명 (재)전라남도문화재단 파견

파견및장기교육 최강 (재)전라남도문화재단 파견

파견및장기교육 홍세희 false 교육파견

퇴직준비교육파견

공로연수 조선아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이호성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이지홍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오성호 false 퇴직준비교육파견

공로연수 황금아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이길용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이준옥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손형국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김근택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김수광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김창영 false 공로연수

공로연수 최갑석 false 공로연수

휴직

사회복지과

과장 이미영 061-270-3270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

복지행정

팀장 이현주 061-270-8186 복지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양혜숙 061-270-3317 서무

주무관 염원 061-270-8885
복지계획 
복지관

주무관 오상민 061-270-8808 노숙인시설

주무관 서영식 061-270-8446 보훈단체

기초생활보장

팀장 윤현숙 061-270-8187 기초생활보장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정훈 -- 목원동 복지 대상자 관리

주무관 한혜임 061-270-3314 기초생활보장

주무관 이길석 061-270-3326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본인보상금, 상한제 환급금 지급, 장애인보장구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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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길석 061-270-3326
급, 
국민기초(의료급여)수급자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등

실무원 이미진 061-270-3615 의료관리사

실무원 김현진 061-270-3616 통합사례관리

실무원 문명희 061-270-3351 의료급여 자격관리

실무원 배채은 061-270-8869
국민기초생활보장 변동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비 관련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장제, 해산) 확정 및 지급 

실무원 김혜정 061-270-3616 의료급여 자격관리

실무원 이미영 061-270-8489 의료관리사

자원봉사

팀장 김해준 061-270-8220 자원봉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송현석 061-270-3352 자원봉사

주무관 표경란 061-270-3316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조사관리1

팀장 백화숙 061-270-8804 통합조사관리1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범석 061-270-3618 목원

주무관 임소희 061-270-3653 접수, 만호동

주무관 김광용 061-270-8577 상동 1-3

주무관 손지혜 061-270-8894 신흥, 죽교

주무관 정현철 061-270-8283 상동2,4, 그외

주무관 김수진 061-270-3652 동명, 유달

주무관 오윤순 061-270-3619 연동, 이로

주무관 장해리 061-270-8895 대성, 산정

통합조사관리2

팀장 김현 061-270-8206 통합조사관리2팀 업무 전반

주무관 윤신내 061-270-3319 포미2,3, 주택

주무관 하동민 061-270-8306 원산동

주무관 박정우 061-270-8867 포미4,5, 옥암

주무관 이동준 061-270-3655 북항, 삼학

주무관 박시연 061-270-8290 용당1동

주무관 오준언 061-270-8893 하당, 용1,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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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유림 061-270-3617 부흥, 삼향

주무관 선은지 061-270-8310 용당2, 연산

희망복지지원

팀장 최희선 061-270-8837 희망복지지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백성근 061-270-8242 고용복지플러스

주무관 배자영 061-270-8892 복지사각지대

주무관 김송이 061-270-8803 사례관리

주무관 박영아 061-270-8266 긴급복지

주무관 김하영 061-270-8868 긴급지원

실무원 윤지영 061-270-8817 통합사례관리

실무원 윤은주 061-270-8891 통합사례관리

실무원 홍미라 061-270-8447 통합사례관리

실무원 강진국 061-270-8725 통합사례관리

노인장애인과

과장 강미선 061-270-3320 노인장애인과 업무 전반

노인복지

팀장 조춘택 061-270-8197 노인복지팀 업무 전반

주무관 강순화 061-270-3593 서무

주무관 오정호 061-270-8816 기초연금, 노인복지관, 노인회

주무관 박영미 061-270-3341
경로당 
노인일자리

주무관 백하얀 061-270-3344 노인장기요양

주무관 배은별 061-270-8886 장기요양시설

주무관 김화평 061-270-8605 노인맞춤돌봄

장애인복지

팀장 윤공주 061-270-8707 장애인복지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진욱 061-270-3343 장애인시설

주무관 공명진 061-270-3594 장애인등록,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주무관 문재웅 061-270-8815
일자리 
발달장애인

주무관 정은애 061-270-8814
장애인단체 관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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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관 임우정 061-270-8866 주차위반, 행정처분 

주무관 박승욱 061-270-8527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시설

팀장 임미례 061-270-8861 복지시설팀 업무 전반

주무관 안광호 061-270-8870 복지시설

주무관 이종훈 061-270-8862
장사 관련 업무 
경로당 물품 업무

자활주거복지

팀장 박혜정 061-270-8521 자활주거복지팀 업무전반

주무관 김미영 061-270-8528 자활지원

주무관 김서희 061-270-8528 주거급여

여성가족과

과장 이정순 061-270-3489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

보육

팀장 이은주 061-270-8250 보육팀 업무 전반

주무관 문명희 061-270-3354 어린이집 지도점검

주무관 이유정 061-270-3336 보육시설

주무관 김보령 061-270-8579 서무

주무관 조신애 061-270-346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주무관 박지영 061-270-8221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팀장 이재영 061-270-8462 아동청소년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전시홍 061-270-8464 아동친화도시

주무관 김정 061-270-8137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주무관 주수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무관 허다희 061-270-3453 아동급식, 아동수당

여성정책

팀장 문인숙 061-270-8198 여성정책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임미정 061-270-8813 여성정책, 양성평등

주무관 정휴진 061-270-8463 여성권익증진(http://www.mokpo.go.kr)



주무관 정휴진 061-270-8463 여성권익증진

주무관 양경환 061-270-8768 건강가정, 다문화

주무관 유경화 061-270-3283 한부모가족 지원

드림스타트

팀장 전경진 061-270-8261 드림스타트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다빈 061-270-4838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및 지도 관리

주무관 윤수영 061-270-4837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빈곤아동에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리 
건강 영양 방문 등 방문 보건서비스 지원 
지역내 보건 연계망 구축 
의료개입 및 응긍지원 서비스

주무관 손형문 061-270-4848 드림스타트 운전지원

아동보호

팀장 문미희 061-270-8084 아동보호팀 업무 전반

주무관 신승민 061-270-3753 아동보호

주무관 정미영 061-270-3746 아동보호

주무관 장진희 061-270-3748 아동보호

주무관 정승기 061-270-3754 아동보호

주무관 송민화 061-270-3751 아동보호

주무관 김성희 061-270-3752 아동보호

주무관 김동한 061-270-3747 아동보호

주무관 양종현 061-270-3749 아동보호

민원봉사실

실장 박인지 직장전화 061-270-
3230

민원봉사실 업무 전반

민원

팀장 박미경 061-270-8177 민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경란 061-270-3247 서무

주무관 이화임 061-270-3243 정보공개

주무관 김미란 061-270-3519 국민신문고

주무관 황윤숙 061-270-3387 통합증명발급

주무관 고수현 061-270-3384 여권민원 

주무관 김은영 061-270-8565 일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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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지선 061-281-1929 이동민원(법원)

실무원 김지혜 061-270-8595 여권 교부

실무원 김지혜 061-9882-4453
어디서나 민원 
제증명 교부

실무원 전인화 061-281-1929 제증명(법원이동민원)

가족관계등록

팀장 김미성 061-270-8179 가족관계등록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임소라 061-270-3248 주민등록

주무관 최다연 061-270-3244 가족관계등록 

실무원 최복임 false 가족관계

실무원 정헌영 061-270-3249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사항 접수

실무원 강미연 061-270-8555 가족관계 등록신고

토지관리

팀장 임현경 061-270-8239 토지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경옥 061-270-3479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및 홍보, 표준지 합동 조사 업무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 처리 

개별공시지가 소송 및 민원 처리 업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처리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신고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무관 지승찬 061-270-3477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 

실무원 손기환 061-270-6790 부동산신거래가 신고,검임

실무원 박수진 061-270-3637 공시지가

실무원 김현호 061-270-8629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

지적

팀장 김윤석 061-270-8240 지적팀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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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김윤석 061-270-8240 지적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재홍 061-270-3476 지적관리

주무관 정호찬 061-270-3261
토지이동 
지적측량

실무원 정유나 061-270-3263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토지대장 관련 전화상담

공간정보

팀장 임영종 061-270-8130 공간정보팀 업무 전반

주무관 최귀영 061-270-8633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조사 연중 추진계획 수립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 일제조사, 정비 
도로명주소 시민홍보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주무관 이윤진 061-270-3567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공간정보 보안업무 

주무관 김민조 061-270-83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판 신청․제작 
상세주소 부여 

실무원 한지영 061-270-3262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

실무원 이민현 061-270-8131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지적재조사

팀장 최용준 061-270-8188 지적재조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윤승옥 061-270-8118

지적재조사담당 일반서무 및 예산에 관한 업무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경계점표지 등록부 작성 관리 
경계확정토지 조정금 산정징수지급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운영관리 
지적재조사 완료토지 지적공부 작성 
지적재조사 완료토지 등기촉탁 

주무관 오권웅 061)270-3669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지적재조사 사업 바른땅시시트템 운영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홍보 추진

주무관 김수진 061-270-3417 지적재조사

실무원 정현호 061-270-3417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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