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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

과장 박경빈 061-450-5740 건축과 전반에 관한사항

건축행정팀

팀장 박희정 061-450-5746 건축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동혁 061-450-5747 예산업무, 일반서무, 빈집정비업무

주무관 김은종 061-450-5750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남악, 오룡, 망운, 해제, 운남 제외), 복지사각지대 주택개보수사업

주무관 강노을 061-450-5749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해체허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권한부여 및 관리

주무관 김정우 061-450-5759 건축물 해체 신고(남악,오룡제외)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망운,해제,운남)

건축허가팀

팀장 서현권 061-450-5726 건축허가 업무 전반

주무관 박광일 061-450-5727
* 건축인허가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 무안, 일로, 삼향, 청계, 몽탄 * 공사감리자, 안전점검 수

행 기관 지정 *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승인

주무관 전아름 061-450-5737
- 건축 인허가 * 건축허가-현경,망운,해제,운남면 * 건축신고-삼향읍 -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사업

주무관 김규중 061-450-5729 건축신고(몽탄,현경,일로,청계) 건축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성규 061-450-5728

1. 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관계자변경?착공?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공작물

축조신고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2.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팀 서무 운영에...

주택관리팀

팀장 임경남 061-450-5751 주택관리업무 전반

주무관 강순화 061-450-5748
기초주거급여, 행복둥지사업,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

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주무관 양화영 061-450-5752 주택사업계획승인

주무관 박신영 061-450-5754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남악/오룡 제외),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남악/오룡 

제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및 사...

무안이야기 > 군청안내 > 행정조직도행정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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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ountmuan
/www/abountmuan/business
/www/abountmuan/business/organ
tel:061-450-5740
tel:061-450-5746
tel:061-450-5747
tel:061-450-5750
tel:061-450-5749
tel:061-450-5759
tel:061-450-5726
tel:061-450-5727
tel:061-450-5737
tel:061-450-5729
tel:061-450-5728
tel:061-450-5751
tel:061-450-5748
tel:061-450-5752
tel:061-450-5754


복합민원팀

팀장 신명주 450-5721 복합민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조가을 061-450-5723
○ 사업계획등의 환경법 검토 협의 ○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준공

주무관 이여진 061-450-5722 개발행위허가,협의,준공

주무관 문지선 061-450-5724 농지전용

주무관 김명균 061-450-5725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 산지전용지 용도변경 승인 및 관리 대체산

림자원조성비 부과

주무관 박동해 061-450-5730
개발행위허가, 준공(무안, 현경, 망운) 개발행위 건축 협의, 준공(무안, 현경, 망운) 건물위태양

광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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