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현황 (2021. 12. 31.기준)

관리부서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총무행정관
강원도청, 제2청사

이창우 국장 033-249-2210
김남호 주무관 033-249-2538

강원도청 어린이집 박경숙 - 033-249-5338

재난대응과 백양치터널 등 72개소 박경우 과장 033-249-3750 조민국 주무관 033-249-3872

에너지과 신재생 에너지전시관 최종훈 과장 033-249-2930 정유정 주무관 033-249-2935

일본구미주통상과 국제도시훈련센터 신상훈 과장 033-249-2190 조남훈 주무관 033-248-6581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수련원

박은주 과장 033-249-2520 안민후 주무관 033-249-3531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환경과 강원도 자연학습원 권수안 과장 033-249-3510 이상훈 주무관 033-249-3521

올림픽시설과 정선 알파인경기장 등 6개소 조관묵 과장 033-249-3260 정해성 주무관 033-249-3527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박철용 홍보담당관 033-249-5276 박형식 주무관 033-249-5023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청사 전제일 과장 033-248-6010 안효범 주무관 033-248-6162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김기선 연구소장 033-248-6910 최재근 주무관 033-248-6921

농업기술원 농신품연구소 함진관 연구소장 033-248-6521 김주경 주무관 033-248-6527



관리부서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 석성균 원장 033-248-6351 박성준 주무관 033-248-6355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원도인재개발원 윤인옥 과장 033-248-6230 유대식 주무관 033-248-6242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김완기 과장 033-248-6409 박준영 주무관 033-248-6408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김운용 관장 033-660-8172 장정순 주무관 033-660-8059

환동해본부

환동해본부(기획총괄과) 강성룡 과장 033-660-8310 이정현 주무관 033-660-8314

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

황병관 과장 033-660-8319

양금천 주무관 033-660-8443

속초항, 주문진항, 삼척항 방파제 정종열 주무관 033-660-8436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함지윤 주무관 033-660-8435

환동해본부(어업진흥과) 이동희 과장 033-660-8350 홍명기 주무관 033-660-841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한동구 과장 033-539-7612 신문철 주무관 033-539-7621

서울본부 강원도민회관 김권종 서울본부장 02-755-6243 장윤종 주무관 02-755-6243

자연환경연구공원 자연환경연구관 황동근 운영팀장 033-248-6561 김아랑 주무관 033-248-6564

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서미경 원장 033-248-6338 조남일 주무관 033-248-6303

디엠제트박물관 디엠제트박물관 박성정 박물관장 033-634-8450 함석영 주무관 033-634-8556



관리부서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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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종자진흥원 감자종자진흥원 장정희 원장 033-339-8820 김민지 주무관 033-339-8824

감자원종장 강원원종장 김형수 장장 033-610-8730 정용진 주무관 033-610-8738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고재근 소장 033-340-6930

탁정진 주무관 033-340-6933

가축유전자원동 최창식 주무관 033-340-6942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박순성 담당 033-248-6620 현명희 주무관 033-248-6618

산림과학연구원

강원도립화목원, 사계식물원

전욱찬 과장 033-248-6702

김연수 주무관 033-248-6691

산림과학연구원 박태영 주무관 033-248-6661

도유림 산 정상 및 입구 정진호 주무관 033-248-6721

산림박물관 김연수 주무관 033-248-6691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유태환 주무관 033-248-6716

강원숲체험장 백종찬 주무관 033-248-6605

임산버섯연구센터

죄종운 연구실장 033-248-6704

최영화 연구사 033-248-6731

지내리 시험림 윤지윤 연구사 033-248-6698

동부지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산림문화체험단지
문진철 지원장 033-610-8780 전재선 주무관 033-610-8799



관리부서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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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채병문 소장 033-649-8503 김태현 주무관 033-649-8519

도로관리사업소(원주본소) 청사, 솔치터널 등 15개소 김원철 과장 033-737-6802 박동우 주무관 033-737-6822

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청사, 조침령터널 등 5개소 이정규 지소장 033-649-8630 서보원 주무관 033-649-8641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청사, 들입재터널 등 15개소 정원수 지소장 033-248-6880 김태양 주무관 033-248-6888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청사, 새밑터널 등 15개소 남택연 지소장 033-248-6960 유재승 주무관 033-248-6967

수산자원연구원 수산자원연구원 청사 권용범 원장 033-610-8660 신재우 주무관 033-610-8665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자원센터 청사 김영갑 소장 033-248-6751 이원구 주무관 033-248-6755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박선우 소장 033-634-8460 손상훈 주무관 033-634-8468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횡성119 항공대 외 최임수 단장 033-249-5670 한민구 소방장 033-249-5677

소방학교 소방학교 정재원 과장 033-580-0200 장형용 소방장 033-580-0435

춘천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신영섭 과장 033-249-5125 윤문한 소방교 033-248-9241

원주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최종순 과장 033-769-1400 장용문 소방교 033-769-1231

강릉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김흥석 과장 033-610-8200 홍명훈 소방사 033-610-8241



관리부서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동해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윤종진 과장 033-530-8200 강진기 소방교 033-530-8241

태백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권봉중 과장 033-550-8200 박선재 소방교 033-550-8241

속초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정호봉 과장 033-630-2200 최혁순 소방교 033-630-2241

삼척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윤재갑 과장 033-572-9119 김동철 소방장 033-570-8241

홍천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김용준 과장 033-439-2200 최종문 소방교 033-439-2241

횡성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최종길 과장 033-340-9200 김수장 소방위 033-340-9241

영월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서강원 과장 033-371-7200 한영규 소방장 033-371-7241

평창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정대동 과장 033-335-6200 김병주 소방장 033-335-7119

정선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오성환 과장 033-560-6200 강신문 소방위 033-560-6241

철원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황기성 과장 033-450-2200 안상호 소방사 033-450-2241

화천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김희진 과장 033-440-7200 안창헌 소방장 033-440-7241

양구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조현국 과장 033-480-4200 김우현 소방교 033-480-4241

인제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홍회정 과장 033-460-9200 연성현 소방사 033-460-9241

고성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최식봉 과장 033-681-1919 강창균 소방교 033-680-7241

양양소방서 본서, 안전센터 등 이평우 과장 033-639-7200 박승철 소방장 033-639-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