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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

국장 노기창 061-270-3393 안전도시건설국 업무 전반

도시디자인과

과장 이충완 061-270-3470 도시디자인과 업무 전반

도시행정

팀장 조정희 061-270-8231 도시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은미 061-270-3433 서무, 전문건설업

주무관 정은혜 061-270-8623 보상 업무 및 공유재산 관리 

도시계획

팀장 정봉채 061-270-8232 도시계획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순자 061-270-8414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도시계획조례 제개
정,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유지보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무관 권구복 061-270-8625 기반시설 관리계획 업무 등

주무관 이정탁 061-270-3446 개발행위허가(건축협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등

주무관 정소영 061-270-344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현황 통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등

주무관 김용현 061-270-3511 개발행위

개발

팀장 차태명 061-270-8233 개발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창현 061-270-3445 개발사업

주무관 박현수 061-270-8873 개발사업

주무관 박재연 false 지역개발

도시경관

팀장 한기천 061-270-8337 도시경관팀 업무 전반

주무관 천영대 061-2703488 신도심 가로등, 공원등 

주무관 김정현 061-270-8422 경관 및 공공디자인

주무관 박상완 061-270-3478 공원등

주무관 이현아 061-270-3487 원도심 가로등,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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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현아 061-270-3487 원도심 가로등, 보안등

주무관 오경원 061-270-8287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주무관 강은영 061-270-3478 경관 및 디자인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팀장 김상기 061-270-8655 안전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규남 061-270-8573 안전관리

주무관 이남석 061-270-8071 서무

주무관 최재혁 061-270-3651 승강기 관리

방재

팀장 김용균 061-270-8184 방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전상윤 061-270-3608 재난통신

주무관 김지겸 061-270-3620 재해구호

민방위

팀장 신현희 061-270-8183 민방위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보현 061-270-3363 통합방위

주무관 박윤 061-270-3267 민방위 교육

통합관제

팀장 박상호 061-270-8732 통합관제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은아 061-270-8733 CCTV설치업무 추진

주무관 김자영 061-270-3497 통합관제

중대재해예방

팀장 문소라 -061-270-8648 중대재해예방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유진 061-270-3264 중대시민재해

주무관 박용철 061-270-8747 중대산업재해

건축행정과

과장 윤주명 061-270-3404 건축행정과 업무 전반

공동주택관리

팀장 김영락 061-270-8234 공동주택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혜진 061-270-3471 서무

공동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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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문희 061-270-3474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안등,수목전지부산물 등)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무관 고수진 061-270-3554 임대업

공동주택지도

팀장 박소현 061-270-3795 공동주택지도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연주 061-270-3796 공동주택감사.컨설팅

주무관 김건호 061-270-3473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감사 처분 

주무관 천일민 061-270-3454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감사 처분 

주택공급

팀장 김광선 061-270-8235 주택공급팀 업무 전반

주무관 강지한 061-270-347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무관 김한얼 061-270-8467
사업계획승인 
임대분양전환

주무관 김현경 061-270-3457
공동주택허거 및 사용승인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건축허가

팀장 정순인 061-270-8236 건축허가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덕철 061-270-3547 건축허가

주무관 조성록 061-270-8050 건축허가(2층이하), 건축위원회, 빈집

주무관 김소양 061-270-3456 건축허가(1층), 용도변경, 화재성능

주무관 김영준 061-270-8468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사용전 검사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지도

팀장 김만재 061-270-8191 건축지도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민혁 061-270-3555
건축물대장 촉탁등기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주무관 기세원 -- 불법단속, 철거계고, 고발등 민원처리

주무관 이은지 061-270-8786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해체 신고 허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관리

실무원 김도형 061-270-3465 건축지도 업무보조

실무원 문연정 061-270-3388 건축물대장발급

건설과

과장 송창헌 061-270-3406 건설과 업무 전반

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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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

팀장 정성권 061-270-8341 건설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성희 061-270-3482 서무

주무관 이아람 061-270-3535
보상, 소송업무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주무관 문석빈 061-270-8582 도로점용, 국유재산

토목

팀장 서신우 061-270-8243 토목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석태 061-270-3338 방조제, 부식공사

주무관 손민국 061-270-3431 주민참여예산

도로시설

팀장 정재홍 061-5270-8244 도로시설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성훈 061-270-3484
국도,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설계 
도시계획도로(20m 미만) 개설사업 
자전거도로 업무

주무관 윤강영 061-270-3485
국도,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설계 
도시계획도로(20m 미만) 개설사업 
자전거도로 업무

도로정비

팀장 최영종 061-270-8348 도로정비팀 업무 전반

주무관 양창윤 061-270-3663 노상적치물

주무관 정경만 061-270-8645 도로유지관리

주무관 이용기 061-270-8601 건설과 도로정비 및 차량운행

주무관 정원태 061-270-3451
도로유지관리(보도, 노면보수) 
도로시설물 관리(도로표지판등) 
겨울철 설해대책 업무지원

주무관 윤성래 061-270-8601 건설과 도로정비 및 차량운행

주무관 이호준 061-270-3452 노상적치물

주무관 이주황 061-270-3661 도로유지관리

광고물

팀장 이기훈 061-270-8641 광고물팀 업무 전반

주무관 신동원 061-270-8643 옥외광고업 및 게시대

주무관 김준민 061-270-8642 불법광고물 정비

교통행정과

과장 윤병종 061-270-3390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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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윤병종 061-270-3390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

교통행정

팀장 홍수영 061-270-8225 교통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노희진 061-270-3369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약

주무관 오시연 061-270-8350 과 서무업무

실무원 김종석 061)270-3689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보조 
문서발송 
행정전산자료 입력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운수사업

팀장 임희선 061-270-8238 운수사업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초록 061-270-8418 화물

주무관 장용준 061-270-3662 유가보조금

주무관 양소현 061-270-3361 택시민원

주무관 문준혁 061-270-3328 택시시책

교통지도

팀장 서성수 061-270-8226 교통지도팀 업무 전반

주무관 나상원 061-270-8482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주무관 김효상 061-270-8611 교통지도

주무관 제갈윤주 061-270-4057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주무관 박영준 061-270-3367
불법주정차 단속 
관용차량 관리

주무관 최영철 061-270-3367
불법 주정차 단속 
관용차량 관리

주무관 서부송 061-270-3367
불법 주정차 단속 
관용차량 관리

주무관 문경식 061-270-3367
불법 주정차 단속 
관용차량 관리

실무원 천진우 061-270-3517 주차장관리

실무원 박지연 061-270-3366 주차장관리

실무원 박승원 061-270-3365 주정차전산

실무원 김용현 061-270-3367 주차장관리

실무원 홍명희 061-270-3366 불법 주정차 전산

실무원 김정미 061-270-8611 주차장 관리

실무원 김지환 061-270-3367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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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원 김지환 061-270-3367 주정차단속

실무원 김형석 061-270-3265 불법 주정차 전산

실무원 박재우 061-270-3367 불법 주정차 전산

실무원 박선재 061-270-3367 주정차 단속

실무원 손준혁 061-270-3367 주정차 단속

실무원 황경미 061-270-3367 주정차단속

실무원 김미희 061-270-3367 주정차단속

실무원 김성수 061-270-3367 주정차단속

실무원 윤승현 061-270-3367 주정차 단속

실무원 신현철 061-270-8513 주차장 관리

대중교통

팀장 설동진 061-270-8219 대중교통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두옥 061-270-8338
시내버스 노선 
청소년 100번 버스사업

주무관 조의금 061-270-3337 버스승강장 설치 

주무관 정기승 061-270-3358 버스일반

실무원 방수진 061-270-4059 ITS, BIS 관리

교통시설

팀장 김상훈 061-270-3623 교통시설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성기 061-270-8218 교통신호등

주무관 이정훈 061-270-8293 교통시설물

주무관 김소망 061-270-4138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무관 조기훈 061-270-3683 주차장관리 및 운영

시내버스정책T/F

팀장 진광선 061-270-8280 시내버스정책T/F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선일 061-270-8622 버스정책

주무관 김호현 061-270-8639 버스재무관리

주무관 이재훈 061-270-8620 버스정책

주무관 박건대 061-270-8628 버스재무관리

공원녹지과

과장 최양선 061-270-3410 공원녹지과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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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행정

팀장 박미 061-270-8121 공원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송지연 061-270-3633 서무

주무관 박창현 061-270-3632 갓바위, 유달, 양을산 공원일몰제 보상

공원시설

팀장 김영범 061-270-8123 공원시설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종희 061-270-3634 도시공원조성

주무관 김태욱 061-270-3636 도시공원

주무관 국현욱 061-270-3626
공원점사용허가 
전기 등 시설관리

주무관 기정은 061-270-3625 반려동물놀이터, 목화정원 관리

주무관 주승현 061-270-3625 차량운전 관리

실무원 이정섭 061-270-3633 반려동물 놀이터

실무원 김태은 061-461-3092 고하도 목화체험관

녹지

팀장 정장범 061-270-8237 녹지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임성기 061-270-3514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 관리 
미세먼지차단숲 
삼학도 천년의 숲 
해변맛길 30리 조성

주무관 전웅휘 061-270-3422 가로수 조성 관리

주무관 김다움 061-270-3515 사후관리

주무관 이경훈 061-270-3631 주민쉼터

주무관 권순철 061-270-3382 도시녹화 사후관리

화훼

팀장 이금미 061-270-8126 화훼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장복천 061-270-8325 꽃 육묘관리 및 식재관리

주무관 박민하 061-270-8669 육묘장관리 및 차량

산림

팀장 김경아 061-270-8230 산림팀 업무 전반

주무관 허지수 061-270-3423
등산로, 조림 
숲 가꾸기

주무관 주선우 061-270-3423 조림, 숲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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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김현석 061-270-8178 산불, 병해충

주무관 박형선 061-270-8178 차량운전관리

유달산공원

팀장 이웅이 061-270-8356 유달산공원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윤철 061-270-8315 주차장 및 물품관리

주무관 김현수 061-270-8374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실무원 박성신 061-270 -3633 주차요원

실무원 김성석 061-270-8362 유달산 난전시관 관리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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