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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과

미래성장과

과장 조수정 061-450-4180 미래성장과 업무 전반

인구정책팀

팀장 한영재 061-450-4181 인구정책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전채연 061-450-4183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입지원 관련, 인구통계 관리 및 분석 등

주무관 정승우 061-450-4182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전입 지원 관련 업무 ○ 찾아가는 주소이전, 내

고향 주소 갖기 업무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교육 업무 ○ 인구 통계관리 및 분석 등 ○ 외

국인 업무 및...

군공항대응팀

팀장 최영인 061-450-4186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업무

주무관 이상원 061-450-4187 군공항 이전 대응 정책 수립, 타 지역 군 공항 이전 대응 사례 수집 및 분석 등

주무관 정호진 061-450-4188 군공항 홍보에 관한사항

청년AI팀

팀장 김유임 061-450-5745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업무 추진 인공지능업무에 관한 사항

주무관 장현주 061-450-5734
청년정책, 청년협의체, 청년공동체, 청년센터, 나래2030상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

자 주거비지원, 청년부부결혼축하금, 면접정장 대여비, 자격증 응시료

주무관 강다윤 061-450-5735
청년 취창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업무 추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국도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기타 청년일자리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팀

팀장 한승헌 061-450-573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일자리 업무 종합 관리

주무관 정수진 061-450-5732 메이커스페이스/사회적경제기업/일자리 박람회 등

주무관 진청아 061-450-5733

일자리 공시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청년 근속장려금, 희망일자리 장려금, 무안군 일자리 발굴 간담회, 고용우수기업, 

지역인재채용기업, ...

주무관 윤정혜 061-450-4190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조기취업형계약

학과 운영, 조선기능인력장려금,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무안이야기 > 군청안내 > 행정조직도행정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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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ountmuan
/www/abountmuan/business
/www/abountmuan/business/organ
tel:061-450-4180
tel:061-450-4181
tel:061-450-4183
tel:061-450-4182
tel:061-450-4186
tel:061-450-4187
tel:061-450-4188
tel:061-450-5745
tel:061-450-5734
tel:061-450-5735
tel:061-450-5731
tel:061-450-5732
tel:061-450-5733
tel:061-450-4190


학과 운영, 조선기능인력장려금,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팀

팀장 정재호 061-450-4191 신성장산업 업무 전반 철도,공항 업무 전반

주무관 박서영 061-450-4192 미래전략산업육성 및 신산업 발굴 추진, 과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주무관 이지은 061-450-4193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및 일반철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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