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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

실장 문정걸 061-860-5760 문화관광실 업무 전반

나기석 061-860-0000

문화예술팀

팀장 위선주 061-860-5761 문화예술팀 업무 전반

주무관 오시온 061-860-5763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등

주무관 윤혜원 061-860-5762 서무, 예산

주무관 조예나 061-860-5764 장흥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작은영화관, 회령포축제

주무관 손성경 061-860-5765 문화예술팀 업무지원

주무관 조형석 061-860-5800 문예회관 운영 관리

주무관 김성국 061-860-5801

주무관 김경석 061-860-5802 방방곡곡사업,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음향, 조명, 기계

김종일 061-860-5780 장기교육

문학지원팀

팀장 김금옥 061-860-5795 문학지원팀 업무총괄

주무관 임설혜 061-860-5796
-문학관광기행특구 활성화 -도립 및 지역 문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 -장흥문학상 운
영 및 문인선양 사업 -문학 시설 단체 관리(문학공원, 천관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주무관 김예진 061-860-5797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추진

주무관 백순일 061-860-6927 천관문학관

주무관 한아섬 061-860-6927 천관문학관

관광진흥팀

팀장 전희석 061-860-5770 관광진흥 업무 전반,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 등

주무관 정선후 061-860-5771 슬로시티, 축제관광재단, 지역축제,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두레 PD 지원 등

주무관 정민지 061-860-5772 관광사업체 등록,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주무관 강창규 061-860-577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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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겸주 061-860-7855 천문과학관 운영

주무관 도주희 061-860-7856 천문과학관 운영, 천문과학관 이용료 징수 관리 등

주무관 위관량 061-860-7857 문화관광실 천문과학관

관광개발팀

팀장 김도형 061-860-5780 관광개발업무전반

주무관 황수현 061-860-5782 관광개발사업

주무관 박승아 061-860-5784 관광개발사업 추진

주무관 주수암 061-860-5785 팀 일반서무, 위탁 시설물 행정관리

주무관 신용철 061-860-5781
위탁·직영 시설물 유지보수업무, 관광지 개발 및 지정·관리업무, 관광개발사업 관리·
감독업무

주무관 임용완 061-860-5783 우드랜드 관리실 관리 및 운영

주무관 정영진 061-860-6799

주무관 김태균 061-860-6925 정남진전망대

주무관 권승화 061-860-6925 정남진 전망대

주무관 문윤정 061-862-5250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리조트 관리

주무관 위지영 061-864-2266 정남진 리조트 및 오토캠핑장 관리 시설물 이력 관리 및 이력카드 관리

문화자원팀

팀장 양회광 061-860-5790 문화자원 업무전반

주무관 조수선 061-860-5793 문화재, 박물관 관리

주무관 정혜주 061-860-5791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주무관 서미리 061-860-5792 항토 및 비지정 보수정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주무관 이인종 061-860-6926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관리

주무관 유미향 061-860-6926 방촌유물전시관 관리

주무관 김후순 061-864-6531

주무관 유행덕 061-864-6531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 및 환경정비

장영수 061-864-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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