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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장 임창
복

061-430-3260

해양산림과 업무전반

해양개발팀
해양개발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팀장 문진희

061-430-3261

수산정책.시책개발 및 수산사업 총괄
신마항 화물선 운항 추진 총괄
일반농산어촌 및 연안정비사업(통합)
어촌,어항,해양낚시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관리

차장 차형태

061-430-3265

마량수산물토요시장
수산물판매센터 시설업무 추진
어촌뉴딜 300사업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등
회계업무(경리),

주무관 한승희

061-430-3263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 전반에 관한 사항
수산업 기업화 규모화 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업무 총괄 등

주무관 김우슬

061-430-3264

과 일반서무
어업인단체 행사(가래치기, 어업인 한마음대회)
수산물 유통가공에관한 사항
귀어자 지원 및 관리

주무관 권승지

061-430-3267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어업법인관리
어촌뉴딜 300사업 등
신마항 화물선 운항 업무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습지보전지역 관리

주무관 마현정

061-430-3262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허가
어촌 체험마을 운영 및 지원
해양구조대 지원관리
가우도 낚시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마량놀토수산시장 시설

실무원 황동희

061-430-3266

운영 관리(보조)
북카페 수산물판매센터
복지회관 시설관리 보조 등

수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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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진흥팀 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어업면허(신규, 연장, 분할,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어장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장흥댐 어업피해관련에 관한 사항
팀장 박남철

061-430-3271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연안바다목장 및 인공어초에 관한 사항
내수면(토하)지원사업
어장정리 및 해역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어업권 어장청소에 관한 사항
쏙잡이 행사운영 추진 등
수산증양식사업(해수면, 해류, 어류)
전복 양식장 관련 사업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종묘 방류 등)

주무관 김태경

061-430-327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패류양식장 저질개선사업
죽방렴 제작설치 사업
양식장비 임대사업
수산사업신청 홍보에 관한 사항
장흥댐 피해관련 업무보조 등
수산진흥팀 서무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고효율)장비 지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

주무관 추솔아

061-430-3272

미끼 지원사업
수산동물 질병관리
농어민 공익수당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수산업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해조류양식 지원
다목적 인양기 지원사업
어선 인양 크레인 차량 지원사업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주무관 나승후

061-430-3274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 재해(적조 등) 전반에 관한 사항
해적생물 구제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연안어업 허가, 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낚시어선 전반에 관한 사항
수산관계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주무관 조형철

061-430-3275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수산물 생산통계 및 어획물 운반업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친환경 수산 및 수산물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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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원 정희정

061-430-3276

어선허가관련 민원처리보조
어선허가관련 민원서류 접수

산림경영팀
산림경영팀 업무 전반,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시업신고에 관한 사항,
팀장 맹주재

061-430-3281

목재생산계획 수립 및 입목벌채에 관한사항,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소득 품목 발굴육성
산림조합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조림, 양묘 사후관리(녹색자금 공모 등)

차장 황현진

061-430-3282

숲가꾸기사업 추진(정책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임업기계장비, 가공시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녹색자금 공모 등)
가로수식재 및 명품가로숲길 조성

주무관 최보길

061-430-3283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육성사업(가로수관리원)
소공원, 가로화단, 꽃길 조성 및 관리
숲속의 전남 등
숲 유치원(체험원) 운영
농림사업 신청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무관 장운기

061-430-3288

산림소득 공모사업(고소득 임업인 등 통계관리)
숲 유치원(체험원) 운영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
산림경영팀 서무
지방정원조성 및 관리
농림사업 신청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주무관 최준동

061-430-3284

산림소득 공모사업(고소득 임업인 등 통계관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관리
임업후계자 선발 및 관리(산림정책위원회 개최 등)
초당림 물놀이장 등 운영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보안사업 등)

주무관 남엽

061-430-3285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
석문공원 관련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구름다리 등)

청원경찰 김형태

061-430-3306

실무원 박종근
실무원 장영훈

주작산 휴양림 청사관리 업무 추진
주작산 휴양림 관리

061-430-3306

실무원 강대우

주작산 휴양림 관리
주작산 휴양림 관리
등산로 시설 조성 및 관리(역사숲길 등)
산림기술자 및 산림경영법인 관리

실무원 박종서

061-430-3287

가로수, 도시숲, 가로화단, 꽃길조성
소공원 근로자 운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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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근로자 운영(보조)
임업기계장비 관리(보조)
산촌개발 및 임업진흥권역 관리
실무원 권갑인

061-430-3297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등 사무(보조)
산림사업 근로자 운영(보조)

실무원 김동현

061-430-3306

주작산 휴양림 관리

실무원 김정희

061-430-3306

주작산 휴양림 관리

실무원 윤재원

061-430-3306

주작산 휴양림 관리

실무원 김근호

061-430-3306

주작산 휴양림 관리

산림관리팀
산림관리업무 전반
팀장 윤보현

061-430-3291

군유림 관리
산림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산림관리업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사법처리)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에 관한 사항

차장 양혜철

061-430-3292

보은산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보호수 보호관리(노거수 등)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사업 추진 및 관리
가로수 및 병해충 방제 실무
산불방지에 관한 실무

주무관 김병욱

061-430-3296

산림관리팀 차량 및 유류
소모품 관리
기타 산림관리팀 외부 업무 협조 등
사방사업 및 산림재해예방 복구에 관한 사항

주무관 최하정

061-430-3287

산림재난 비상대책 총괄 및 재해보험 가입지도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보안림 관리
산림관리팀서무

주무관 손균

061-430-3293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임산물 굴 채취 허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주무관 최수빈

061-430-3295

실무원 이대형

061-430-3294

산불방지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산불전문진화대 및 읍.면 감시원 관리에 관한 사항
산불방지대책 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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