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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장기교육, 제주도 도민
안전실장 관광국장, 감사위원
회 사무국장, 도 국제통상국장

▷58 ▷장기교육, 제주도 복지
정책과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평화사업담당 노인복지
담당

▷55
과장
담당
담당

▷제주도 도시계획재생
건설과장 도시재생사업
재난대응담당 예방안전
직대

▷59 ▷제주도 돌문화공원관
리소장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부장 택시행정담당 자원순환
담당 차량관리담당

▷59 ▷제주도 친환경농업정
책과장 식품원예과장 원예진
흥담당, 제주시 구좌읍장, 도
감귤유통담당

▷59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
과장 주민소통센터장 해녀정
책팀장 어선어업담당

▷54 ▷장기교육, 제주도 감사
위원회 감사과장 심의과장 감
사심의팀장

▷54 ▷장기교육, 제주도 청렴
혁신담당관 투자유치과장
FTA대응팀장 기업정책담당

▷49 ▷제주평생장학진흥원
파견, 제주도 식품원예과장,
국회사무처 제주영상위원회
파견

▷59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
무국장 직대, 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렴감찰관 인사
담당

▷58 ▷제주도 농업기술원 기
술지원조정과장 서귀포농업기
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59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장 직대 상수도부장, 도 환경
자산물관리과장 직대 예산총
괄담당 예산지원담당

▷57 ▷제주도 예산담당관 교
통정책과장 교통정책담당 공
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59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장 직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소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도
전기자동차과장 직대

▷51 ▷제주도 공항확충지원
단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
원 파견, 도 문화정책과장 통
상정책과장

▷55 ▷제주도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
관, 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
등해소지원팀장

▷57 ▷제주도 문화체육대외
협력국장 직대 청렴혁신담당
관, IUCN 파견, 도 홍보기획
담당 언론협력담당

▷57 ▷의회사무처 총무담당
관 입법담당관, 도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 제주의료원 서
귀포의료원 파견

▷58 ▷제주도 세정담당관 통
상물류과장 세정담당관 세정팀
장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49 ▷제주도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법제팀장 평생교육팀
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
개선담당

▷51 ▷제주도 여성가족청소
년과장 총무팀장 성평등정책
관 성평등기획팀장, 제주시 기
획예산과장

▷57 ▷제주도 평화대외협력
과 평화사업팀장 체육지원팀
장 수자원총괄담당, 제주시 용
담1동장

▷56 ▷장기교육, 제주도 대중
교통과장 문화정책과 문화정
책담당 총무과 총무담당

▷50 ▷제주도 경제정책과 경
제정책팀장,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기획재정부 파견

▷57 ▷제주도 버스정책팀장,
감사위원회 감사과 교육감사
팀장, 도 재외도민팀장 판로지
원담당

▷57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직대 평생교육팀장, 제주시 종
합민원실장, 도 장애인자활담당

▷59 ▷제주도 정보서비스팀
장 CCTV관제센터팀장, 서귀
포시 정보화지원과장, 도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담당

▷53 ▷제주도 소상공인기업
과장 직대 소상공인기업정책
팀장,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경리팀장 공보담당

▷55 ▷제주도 조직관리팀장
예산지원팀장 인재개발원 사
회교육과 외국어교육팀장, 국
무총리실 파견

▷57 ▷제주도 건설과장, 상하
수도본부 하수도부장 하수시
설과장,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
찰총괄팀장

▷55 ▷제주도 도시계획재생
과 도시재생기획팀장, 행정안
전부 파견, 도 도로관리과 도
로정비담당

▷56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 조직관리팀장
조직통계담당 뉴미디어담당

▷52 ▷제주도 총무팀장 자치
행정팀장 청렴혁신담당관 안
전감찰팀장 자치행정과 자치
지원담당

▷59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세계
유산문화재부장, 도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장 산림보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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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주도 감귤진흥과장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장, 서
귀포시 중문동장

▷51 ▷제주도 식품원예과장
직대 원예진흥팀장, 국무조정
실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59 ▷제주도 식품원예과 식
품가공유통팀장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장 감귤유통담당

▷56 ▷제주도 공항확충지원
단 주민소통센터장 수산정책
과 수산정책팀장 자원유통팀
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58 ▷제주도 강정공동체사
업추진센터장, 의회사무처 농
수축경제전문위원, 도 해운항
만팀장 어선어업담당

▷59 ▷제주도 수산정책팀장
해양산업팀장 자원유통팀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56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연동장

▷58 ▷제주도 감사위원회 심
의과장, 제주대학교 파견, 도
자치행정과장 통상물류과장

▷56 ▷제주도 농업정책팀장
청렴혁신담당관 청렴감찰팀
장 청렴감찰관 심사분석담당

▷57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
산물원종장 원예종자연구팀
장 친환경연구과 작물보호연
구팀장 농산물원종장 작물종
자연구팀장

▷57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
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
기센터 기술보급과장 제주농
기센터 기술보급과장

▷56 ▷제주도 농업기술원 기
술지원조정과 감귤기술팀장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장

▷55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
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장 기술보급과장 직대

▷57 ▷제주도 통상물류과장
교통정책팀장 투자유치팀장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장

▷59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직대, 도 농업기반
팀장 도로관리팀장 환경자원
순환센터담당

▷58 ▷제주도 한라생태숲팀
장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과장,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도 산림보존담당

▷56 ▷제주도 해양수산연구
원 해양수산자원과장 광어연
구센터장 미래양식연구과장
해양수산자원과장

▷59 ▷제주도 인재개발원 사
회교육과장, 도 회계과장 예산
총괄팀장 생활환경담당

▷59 ▷제주도 설문대여성문
화센터소장 직대, 도 바이오산
업팀장 교육지원팀장 세무관
리팀장

▷55 ▷제주도 예산담당관 예
산총괄팀장,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
화재과장

▷57 ▷제주도 체육진흥과장
직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교육기획팀장,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 도 예산지
원팀장

▷55 ▷제주도 청년정책담당
관 CFI총괄팀장 ICT융합산
업담당,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52 ▷제주도 평화대외협력
과장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
장 도민소통팀장 협치정책기
획관 성과관리담당

▷58 ▷제주도 해녀문화유산
과장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장 해운항만과 제주항만관리
팀장, 제주시 추자면장

▷59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협치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

▷55 ▷제주도 의회사무처 의
사담당관, 도 교통정책과장, 의
회사무처 의사팀장 경리팀장

▷55 ▷제주도 교통정책과 교
통정책팀장, 서귀포시 남원읍
장 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처
공보팀장

▷59 ▷제주도 안전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59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구좌읍장, 차량관리과장, 제주
문화콘텐츠진흥원 파견, 고용
노동부 파견

▷58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중국 래주시 파견, 통일부 파
견, 삼도1동장, 자치행정과 자
치행정담당

▷59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정책팀장, 제주시 용
담1동장, 주민복지과장, 경로
장애인지원과장

▷57 ▷제주도 안전정책과 안
전문화팀장, 서귀포시 공항확
충지원과장, 경제일자리과 지
역경제팀장, 마을활력과 마을
만들기팀장

▷56 ▷제주시 축산과 축산팀
장, 제주도 축산과, 축산진흥
원, 제주시 축산과 가축위생담
당, 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

▷58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
전기획팀장, 총무과 계약팀장,
지역경제과 시장육성담당, 세
무과 과표관리담당, 일도2동
주민자치담당

▷55 ▷제주시 오라동 복지환
경팀장,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담당,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담당,
총무과

▷52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
지자원관리팀장, 노형동 주민
복지팀장, 여성가족과 어린이
집지도담당, 주민복지과 아동
드림스타트담당

▷55 ▷제주시 기획예산과 의
회성과관리팀장, 생활환경과
청소운영담당, 지방자치발전위
원회 파견, 지역경제과 시장육
성담당, 이도2동 주민자치담당

▷58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제주도 산림휴양과 산지경영
팀장,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세
계유산문화재부, 제주도 산림
휴양정책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59 ▷서귀포시 안덕면장,
기획예산과장, 생활환경과장

▷55 ▷서귀포시 총무과장, 문
화예술과장, 도 소통정책관 홍
보담당

▷59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장, 녹색환경과장, 서홍동장

▷5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장, 도 감염병관리팀장, 도 보
건위생과

▷5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장, 도시과장, 동홍동장

▷58 ▷서귀포시 평생교육지
원과장, 도 지역복지팀장, 감
사위원회 조사과

▷56 ▷서귀포예술의전당관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안전기
획담당

▷53 ▷서귀포시 복지행정팀
장, 여성지원팀장, 부과담당

▷5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장, 주민복지과장, 서홍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