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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
실장 김학동

061-430-

3310

문화광광실 업무 전반

관광진흥팀
팀장 최순철

061-430-

3311
차장 김정민

관광진흥팀 업무전반

푸소

주무관 고여정 061-4303315
주무관 양혜은 061-4303312

일반서무, 경리, 보안업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도 관광안내소 관리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관광시책(공모사업) 전반 지역개발공모형 사업 관광택시 업무 전반

주무관 조지은 061-430-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관광지 관리(방역, 계수기) 관광 기념품·상품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자료

3313

관리 관광사업 계획승인, 등록 지정, 지도

주무관 임우영 061-4303314

푸소(FU-SO)체험 운영 관광 동향 및 관광객 이동 분석 감성여행대학 운영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주무관 이재은 061-4303316
실무원 정태영 061-4303328
실무원 노현희 061-4303317
실무원 김현지 061-4303349
직원 정은지

사의재 한옥체험관 운영 관리 지원 우편물 송부 및 관리 단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푸소체험 농가관리 및 신규발굴,푸소체험 농가 배정

강진군종합관광안내소 관리 및 문화해설사 배정

061-430-

3327

관광개발팀
팀장 김근영
3321

061-430-

관광개발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관광개발 기획 및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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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김재성 061-4303332

팀 서무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섬 및 주변 종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가고싶은섬사업에
관한 사항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지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가우도 권역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무관 서영권 061-4303322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월출산 개발(관광 명소화 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분홍나루노을전시관) 관광자원개발사
업(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다산애절양공원조성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사초오토캠핑장조
성사업) 관광자원개발지구 토지매입 관련 걷기좋은길(남도명품길, 남도유배길) 개설 및 관리

주무관 정동진 061-4303324

관광자원개발사업(도예촌 조성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강진만 노을 경관 조성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석문공
원 캠핑장조성사업) 사의재 관광자원화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시설물 관리(사의재, 이한영생가, 고바우공원 등)
관광자원개발지구 토지매입 관련 관광특구 개발 및 관리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리

실무원 박현진 061-4303334
실무원 이유민 061-4303333

경관도로 조망지점 관리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의재,도예촌,명품길,안내판 등)

섬 및 주변 위탁시설 관리 업무 섬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인부사역

식품위생팀
팀장 김은숙

061-430-

3191

식품위생업무 전반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유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업무(친절교육, 위생업소 지원사업 포함) 지
주무관 김선화 061-430-

역축제 음식관 운영(갈대축제, 청자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식품진흥기금 운영 지정 음식점관리(모범업고

3194

,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음식문화대학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
기포장류제조업 관리 및 지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및 지도

주무관 노의찬 061-430-

맛산업 육성사업(군수 공약사항)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강진읍 백종원타운 조성사업 병영 불금불파 운영의날 콘

3193

텐츠 개발 향토음식(한정식, 회춘탕, 사찰음식) 전국화 육성

주무관 성설희 061-4303192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포함) 식품수거검사 지역축제 음식관 운영(불금불파)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
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실무원 최은지 061-430-

식품 및 공중위생업자 법정 위생교육 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 품목제조보고 및 승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위생업

3195

소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위생업무 홍보 전반(군홈페이지, SNS 등)

축제팀
팀장 오길재

061-430-

3351
주무관 김필순 061-4303352
주무관 천영욱 061-4303354
실무원 김성탄 061-4303355

축제팀 업무 전반

강진청자축제 추진 전라병영성축제 추진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추진 읍면 기타축제 지원 팀 서무

축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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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진흥팀
팀장 이서현

061-430-

3341

문화진흥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강진오감통 운영 및 시설관리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리 문화예술진흥사업추진

주무관 최지훈 061-430-

오감통, 명인명품, 아트홀(BTL), 음악창작소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관리 강진시장공동판매장 관리

3342

음악대학 운영 명인, 명품, 명소 지정 및 지원 음악산업·게임산업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주무관 장기승 061-430-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 야외 공연 신고 수리 영화상영 신고 수리및 이동영화관

3343

운영 공예산업 관리 및 육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관리

실무원 서은경 061-4303344

문예진흥팀 업무 보조

아트홀
주무관 김하기 061-4303972
주무관 윤영선 061-4303973

강진군 아트홀 운영 및 전시

강진군 아트홀 공연 영화 기획

문화유산팀
팀장 김선제

061-430-

3361

문화유산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주무관 오남원 061-430-

문화재 보수사업 백운동전시관 건립사업 하멜촌조성 및 병영성 복원사업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백운동전시

3363

관 건립) 공사 감독

지방학예연구사
김자룡

061-430-

3362
실무원 김대령 061-4303365

전시물 제작설치(백운동, 하멜촌) 사업추진 국가, 도지정 문화재 발굴 및 지정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용기준안 마련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자연유산 민속행사 추진 문화재 안전요원 관리 및 하멜기념관 시설관리

청원경찰 김도영061-430-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책임보험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주ㆍ정차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징

3364

수 세외수입 총괄 담당

시문학파기념관
관장 이석우

061-430-

3371

시문학파기념관 업무 총괄

주무관 천경인 061-430-

시문학파기념관 일반 업무 생생문화재 사업 업무 문학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운영 문학관․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운

3372

영 문체부 ‘문학주간’ 운영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영랑문학제 및 현구문화제 업무

실무원 김대희 061-4303373
실무원 조아름 061-430-

시문학파기념관 시설물 관리 소장 유물관리 및 문학관 관련 업무 체험료 세외수입 관리 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영랑생가 관리·운영, 생생문화재 사업 업무, 영랑 문화컨텐츠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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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원 조아름 061-4303377

영랑생가 관리·운영, 생생문화재 사업 업무, 영랑 문화컨텐츠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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