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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061)550-5020

정책기획팀 (061)550-5030

홍보팀 (061)550-5050

예산팀 (061)550-5060

감사팀 (061)550-5070

법무통계팀 (061)550-5210

인구일자리정책실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061)550-5017

인구정책팀 (061)550-5075

일자리창출팀 (061)550-5545

투자유치팀 (061)550-5842

귀촌지원 (061)550-5088

교육지원팀 (061)550-5141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061)550-5840

해양치유기획팀 (061)550-5570

해양치유시설팀 (061)550-5575

해양치유운영팀 (061)550-5680

해양치유산업팀 (061)550-5685

해양바이오팀 (061)550-5665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061)550-5160

서무팀 (061)550-5180

행정팀 (061)550-5170

교류협력팀 (061)550-5190

정보통신팀 (061)550-5200

세무회계과장 (061)550-5220

세정팀 (061)550-5230

경리팀 (061)55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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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세무회계과

경리팀 (061)550-5240

부과팀 (061)55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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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팀 (061)550-5260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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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팀 (061)550-5410

관광시설팀 (061)550-5420

관광상품개발팀 (061)550-5430

해수욕장운영팀 (061)550-5425

위생관리팀 (061)55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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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장 (061)550-5450

문화예술팀 (061)550-5460

문화유산팀 (061)550-5470

장보고선양팀 (061)550-5480

도서관팀 (061)550-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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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061)550-5403

체육정책팀 (061)550-5405

스포츠마케팅팀 (061)550-5465

체육시설팀 (061)550-5415

체전추진팀 (061)550-5435

농업축산과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061)550-5700

농업정책팀 (061)550-5710

농업생산팀 (061)550-5720

농식품유통팀 (061)550-5730

축산정책팀 (061)550-5740

동물방역팀 (061)550-5725

해양정책과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061)550-5090

해양정책팀 (061)550-5100

기반조성팀 (061)550-5120

해양관리팀 (061)550-5130

해양환경보존팀 (061)550-5125

수산경영과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061)550-5640

수산정책팀 (061)550-5650

시장개척팀 (061)550-5660

유통가공팀 (061)550-5690

어패류팀 (061)550-5655

해조류팀 (061)550-5670

산림휴양과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061)550-5490

산림치유팀 (061)550-5154

산림경영팀 (061)550-5520

산림보호팀 (061)550-5530

난대수목원지원팀 (061)550-5524

환경수질관리과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061)550-5780

기후변화대응팀 (061)550-5500

환경지도팀 (061)550-5495

생활환경팀 (061)550-5510

상수도팀 (061)550-5795

하수도팀 (061)550-6950

지역개발과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061)550-5590

도시정비팀 (061)550-5600

섬발전팀 (061)550-5610

어촌활력팀 (061)55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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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활력팀 (061)550-5620

어항개발팀 (061)550-5630

건설과건설과

건설과장 (061)550-5750

건설행정팀 (061)550-5206

도로시설팀 (061)550-5770

농촌개발팀 (061)550-5765

하천관리팀 (061)550-5215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061)550-5755

안전재난팀 (061)550-5760

건축안전팀 (061)550-5735

예방복구팀 (061)550-5775

스마트관제팀 (061)886-6080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061)550-5950

기술담당관 (061)550-5955

농촌지원팀 (061)550-5960

인력육성팀 (061)550-5970

식량작물팀 (061)550-5975

소득작물팀 (061)550-5980

특화연구팀 (061)550-5957

기술개발팀 (061)550-5990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061)550-6715

보건행정팀 (061)550-6730

의약관리팀 (061)550-6760

감염병대응팀 (061)550-6716

감염병예방팀 (061)550-6695

진료팀 (061)550-6770

노화보건지소팀 (061)550-6808

재택치료TF팀 (061)550-6244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061)550-6785

건강정책팀 (061)550-6750

방문보건팀 (061)550-6740

치매정신관리팀 (061)550-6820

건강생활지원팀 (061)550-6712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061)550-5150

운영팀 (061)550-6945

장보고유적시설팀 (061)550-5145

체육공원시설팀 (061)55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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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시설팀 (061)550-5148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061)550-5920

의회행정팀 (061)550-5901

의사운영팀 (061)550-5904

의정지원팀 (061)55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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