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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

시민문화체육센터 > 조직 및 업무

문예시설관리과
과장 김득재

061-270-8450

문예시설관리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책임관 유윤수

061-270-4030

운영담당

실무관 주용범

061-270-4031

과 서무

061-270-8484

예술작품 보존·관리 운영
기획전시 운영
전시실 관리 및 운영
전시실 대관 접수처리 및 대관료 부과·징수

실무원 이용식

061-242-8903

종합예술갤러리 전시실대관
종합예술갤러리 사용료 부과징수보조
종합예술갤러리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전시행사 디스플레이 보조

실무원 노용재

061-270-8484

문화예술회관 관련업무

061-270-8375

센터공연 업무전반

실무관 이종곤

061-270-4063

대공연장 및 연회장 음향 유지관리
음향시설 설계 및 감독
통신, CCTV, 구내방송시설 관리
대공연장 피아노 유지관리
대․소공연장 시설물 관리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실무관 전상윤

061-270-8376

센터공연

실무관 김재탁

061-270-4061

센터 기계운영

061-270-4067

대공연장 무대 기계시설 유지관리
대공연장 관람석 및 분장실 시설물 유지관리
소공연장 무대 기계시설 관리
대공연장 무대 안전관리

061-270-4068

대공연장 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대공연장 시설물 비품대장 작성 및 관리
대공연장 환경정비
소공연장 조명감독 및 운영 보조
소방시설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061-270-4065

소공연장 음향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소공연장 피아노관리
조경시설 및 수목관리
청사 환경정비

운영

실무관 김우창

센터공연
책임관 강봉도

실무관 천기배

실무관 김진영

실무관 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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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70-4060

대․소공연장 사용허가 접수통보 및 대관에 따른 업무
공연장대관 사용료 부과징수
공연장 안내 데스크 관리
각종 행사 귀빈실 운영 및 청결관리
공연장내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
각종 행사 업무 보조
행정업무보조 및 홈페이지 관리

061-270-4064

무대조명 시설물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공연스텝회의 조명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공연장 대관업무 보조
전광판 조작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061-270-4035

회관공연 업무 총괄 관리
기획공연 업무 총괄
회관 공연장 운영

실무관 황창원

061-270-8488

무대기계 시설물 운전 조작
공연장 무대 운영 전반
공연 스텝회의 기계분야 업무
회관 전기시설 유지관리

실무관 박형근

061-270-4300

공연장 무대 운영 등

061-270-8376

센터공연 서무업무(당직명령, 시간외근무 명령)
소공연장 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소공연장 관람석 분장실 관리 환경정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물 전반에 관한 유지보수업무
소공연장 안전관리

061-270-4038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시설물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회관 대관업무 추진(안전관리 교육 및 스텝회의 등)
문화예술회관 한문연 사업 추진(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책임관 윤주명

061-270-4033

예술회관 시설관리

실무관 장석진

061-270-4034

시설 열관리

061-270-8487

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 관리감독
공공근로 사업
개항 100주년 기념탑 및 야외시설(분수, 음수대, 잔디밭 등) 유지관리
야외광장 사용허가 등 운영

061-270-4051

문학관담당

실무원 한지영

실무원 김보현

회관공연

책임관 박상호

실무관 송봉선

실무관 김세록

시설관리

실무관 김성관

문학관
책임관 송호림

실무관 홍미희

061-270-4052

김우진·박화성·차범석·김현 자료 관리
전시관 상설 전시 관리 및 운영
문학관 기획·특별전시
문학관 행사 기획 및 운영
목포문학축전 추진 및 운영
문학관 야외갤러리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학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학관 작가파견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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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작가파견지원사업 운영
대외단체 협력 사업 추진

실무관 이용대

061-270-8412

문학관 세외수입, 입장객 매표 관리
문학관 자원봉사자, 단체관람객 관리
문학관 대관허가 및 환경정비 관리

실무관 김영득

061-270-4050

문학관업무

270-8400

문학관 사무 보조
일일이용원, 세외수입 자료 입력
문학관 해설 안내
교육프로그램 운영보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포문학상 운영 보조
문서 수발 등 보조

061-270-4053

문학관 시설관리 및 보조
문학관 청소 및 환경정비
문학관 안내데스크 운영
문학관 사무보조

실무원 윤은미

실무원 변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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