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 성명 성명 행정전화

대변인 김은경 양정원 440-3069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조연수 440-2189

공동체협치담당관 박재성 이송이 440-3399

소통기획담당관 이장교 최고은 440-3084

혁신담당관 최기건 박천희 440-1644

감사관 김성훈 윤공명 440-3137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인수 강호경 440-2137

  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윤선민 440-2164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김동현 정지윤 440-2117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엄순흥 김진주 440-2284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용헌 배윤주 440-8578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경아 국경숙 440-2314

  데이터혁신담당관 데이터혁신담당관 박재연 한민선 440-2364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유시경 허설화 440-8944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태진 배재원 440-2258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윤문화 440-1666

  지방세정책담당관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정길수 440-2545

  납세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최경주 이덕재 440-2635

  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 박명숙 정동욱 440-2456

  재산관리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송미연 440-2705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김재범 김소연 440-5737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장 박정남 김분난 440-1847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전근식 노경란 440-3354

  재난상황과 재난상황과장 김병욱 최정선 440-5743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 오경수 440-2236

  비상대책과 비상대책과장 박흥기 이명숙 440-5764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이은경 440-3265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이원익 440-3284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양성진 440-3215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김지혜 440-4214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이혜진 440-4177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송승호 440-4916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과장 신남식 김영주 440-4403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김순미 440-4256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문성미 440-3275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안영선 440-4294

비고부서(소속기관)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공동체협치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혁신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본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

일자리경제본부



직위 성명 성명 행정전화
비고부서(소속기관)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허태영 440-4365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권상욱 440-4828

  항공과 항공과장 양경모 이주영 440-4804

  도서지원과 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최정희 440-4997

  해양친수과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윤정화 440-7164

  수산과 수산과장 정종희 서지영 440-4854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성훈 박혜련 440-291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 고현하 440-2944

  노인정책과 노인정책과장 서재희 박미애 440-2814

  자활증진과 자활증진과장 조명노 이영주 440-1543

  보훈과 보훈과장 우성훈 정미림 440-2973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서승희 440-2696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이선주 440-2878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박은심 440-2954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이영선 440-2844

  가족다문화과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강현숙 440-2874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고은혜 440-271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최유진 440-4076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이다인 440-2725

  위생안전과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유지영 440-276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박정숙 440-4016

  문화콘텐츠과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 이시은 440-3994

  문화재과 문화재과장 백민숙 성영주 440-4475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김진원 458-7212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홍창호 김정호 440-4043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김기애 440-1506

  녹색기후과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한만희 440-4496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김소연 440-3516

  대기보전과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최창근 440-3504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정미애 440-3565

  수질환경과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이영희 440-3604

  하수과 하수과장 민경석 김주원 440-3614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현미영 440-3858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윤상하 440-3946

  철도과 철도과장 조성표 이호건 440-3914

  택시화물과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김세영 440-3805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일자리경제본부

해양항공국

복지국



직위 성명 성명 행정전화
비고부서(소속기관)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통관리과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김상미 440-3908

  교통정보운영과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 황은희 440-1753

  총무과 총무과장 정형섭 임중선 440-2506

  인사과 인사과장 정명자 이은정 440-2619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민우 오성미 440-2426

  청사건립추진단 청사건립추진단장 임무근 김정수 440-2219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강영식 윤진섭 440-2584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김준태 이길섭 870-3015

  예방안전과 예방안전과장 박성석 윤용근 870-3057

  재난대책과 재난대책과장 김성덕 김민욱 870-3374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 김기영 심만우 870-3094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정기수 윤한용 870-3043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 강한석 민준선 870-3414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단장 서상철 박성원 870-3407

  학교이전추진단 학교이전추진단장 유형민 권영주 930-5994

  재생정책과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민윤희 440-4445

  재생콘텐츠과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김호태 458-7313

  도로과 도로과장 배용환 백종빈 440-3778

  고속도로재생과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황선희 440-4184

  건설심사과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이세진 440-3737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황선아 440-4605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이은경 440-4656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강영창 박영아 440-1704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홍은성 440-4563

  부대이전개발과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이인숙 440-4666

  건축계획과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서현미 440-4725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장 이효근 서정운 440-3444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반상용 마경애 440-4774

  녹지정책과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이현진 440-3663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이관우 458-7034

의회사무처장 최종윤 심태수 440-6117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김영호 440-7686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서정화 440-5422

농업기술센터장 박준상 최종호 440-6904

중부소방서장 정병권 김현진 870-5113

남동소방서장 정종윤 김학수 870-5213

  중부소방서

  남동소방서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교통국



직위 성명 성명 행정전화
비고부서(소속기관)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평소방서장 오원신 이강민 723-5310

서부소방서장 김문원 임하늘 723-5438

공단소방서장 추현만 김용세 723-5532

계양소방서장 윤인수 이승연 650-5641

미추홀소방서장 김현 김영준 870-3212

강화소방서장 강성응 이재우 930-5833

영종소방서장 류환형 김태호 727-6113

송도소방서장 김성기 박병곤 810-6609

소방학교장 문만주 김창수 930-5913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장종욱 453-7492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강봉표 720-2063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서경옥 451-2737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홍미영 440-5134

여성복지관장 김선태 이강미 440-6533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조아름 440-8972

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정성백 420-2716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정주희 440-5814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이나정 440-5917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이근화 458-7173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정승철 440-6618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안현준 440-6722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 정미금 440-6974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양병일 440-6462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 김윤기 440-6404

중앙협력본부장 백수현 최찬무 02-782-0617

수산기술지원센터장 오국현 이순희 458-7454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이원희 458-7353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전주원 440-8066

  미추홀소방서

  시립박물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문화예술회관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미추홀도서관

  강화소방서

  영종소방서

  송도소방서

  소방학교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소방서

  서부소방서

  공단소방서

  계양소방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

  중앙협력본부

  수산기술지원센터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