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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과장 정부성 061-450-5660 건설교통과 업무 전반

건설지원팀

팀장 정말순 061-450-5661 ○ 건설지원팀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주무관 서종수 061-450-5663
○ 과내 예산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 ○ 지방도 보상업무 ○ 골재채취업 등

록 및 허가

주무관 염윤태 061-450-5662 일반서무, 건설기계, 노상적치물

기반조성팀

팀장 박상원 061-450-5666 기반조성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태훈 061-450-5667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주무관 이지혁 061-450-5668 영농편익사업,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 한해대책, 개간

주무관 나태환 061-450-5669 국,공유재산 관리, 영농편익사업(무안,청계,망운,몽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로시설팀

팀장 여상훈 061-450-5671 도로시설업무전반

주무관 강민규 061-450-5672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주무관 이지윤 061-450-566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일로,삼향,몽탄), 보호구역 관리, 미불용지 보상

주무관 전성근 061-450-5673 도로점용 허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주무관 서용탁 061-450-5674 도로보수 및 유지

주무관 정인선 061-450-5673 도로보수 및 유지

주무관 이정재 061-450-5673 도로보수 및 유지

교통행정팀

팀장 조향례 061-450-5676 교통행정팀 업무 전반

- 농촌(시내)버스 면허등록에 관한 사항 - 버스업체 지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버스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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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심혁 061-450-5682

- 농촌(시내)버스 면허등록에 관한 사항 - 버스업체 지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버스 유가

보조금에 관한 사항 - 버스여객터미널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단

말기 및 시스템...

주무관 김혁 061-450-5678 화물자동차 인허가, 유가보조금, 충무계획 등

주무관 박지연 061-450-5677 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주무관 박지원 061-450-5683 무단방치, 자동차검사과태료, 자동차유상운송허가,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주무관 배숭 061-450-5449
자동차 등록,상속이전 및 말소, 압류 촉탁 및 해제, 멸실,차령,폐차 말소,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관리 등

주무관 양동해 061-450-5677 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시설팀

주무관 이봉규 061-450-5455 가로등보수

주무관 김태익 061-450-5456 가로등 전반

주무관 선창학 061-450-5679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주무관 조우선 061-450-5457 공영주차장/버스승강장

주무관 정진완 061-450-5680 불법주정차단속

주무관 김해용 061-450-5554 청소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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