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지역본부 LH 채용예정 부서
장애인

채용인원(명)
LH 채용예정 부서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
장애인공단
 관할지사

장애인공단
 담당자

장애인공단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공단
관할지사 주소

경영지원부 1

주택판매부 1

임대공급운영부 2

전세임대1부 1

전세임대2부 2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 2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경기북부지사 과장 이재춘
031-850-4503

jclee@kead.or.kr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9층

강동권주거복지센터 2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286) 경기지사 과장 권영세
031-300-0928

kwonys@kead.or.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현대하이엘

경영지원부 1

토지판매부 1

단지사업부 1

주택사업부 1

주거복지사업부 1

고양권주거복지센터 2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명진프라자10층(대화동)
경기북부지사 대리 송인재

031-850-4552

songaiii@kead.or.kr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파주권주거복지센터 2 파주시 미래로 375 삼성프라자6층(동패동) 경기북부지사 대리 송인재
031-850-4552

songaiii@kead.or.kr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인천남동권주거복지센터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부천권주거복지센터 1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81 동화빌딩 6층(중동)

김포권주거복지센터 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프라자

청라영종사업본부 1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715번길 13(경서동)

광명시흥사업본부 1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경기지사 대리 조주영
031-300-0996

icetea4@kead.or.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현대하이엘

파주사업본부 1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와동동) 경기북부지사  대리 송인재
031-850-4552

songaiii@kead.or.kr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고양사업단 2 고양시 덕양구 지축초교길45(지축동) 경기북부지사 대리 송인재
031-850-4552

songaiii@kead.or.kr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장애인 채용 담당자 현황(LH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명)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서울남부지사 주임 유희석
02-6004-1091

onlyu@kead.or.kr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6층

인천지역본부

(18명)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인천지사 과장 이종화
032-242-1032

ljonghwa@kead.or.kr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1층

인천지사 과장 이종화
032-242-1032

ljonghwa@kead.or.kr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1층



LH 지역본부 LH 채용예정 부서
장애인

채용인원(명)
LH 채용예정 부서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
장애인공단
 관할지사

장애인공단
 담당자

장애인공단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공단
관할지사 주소

주거복지사업처 8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과장 권영세
031-300-0928

kwonys@kead.or.kr

수원권주거복지센터 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9 광교안효회관 11층 과장 유은경
031-300-0923

ekryu@kead.or.kr

오산권주거복지센터 1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과장 손용근
031-300-0928

son092000s@kead.or.kr

동탄사업본부 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 과장 손용근
031-300-0928

son092000s@kead.or.kr

평택사업본부 2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대리 박종규
031-300-0989

jonggyu@kead.or.kr

성남권주거복지센터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5번지 한서빌딩 9층
과장 권영세

031-300-0928

kwonys@kead.or.kr

판매부 2

보상부 1

도시재생사업부 1

주거복지사업1부 1

임대공급운영부 2

주거자산관리부 2

울산주거복지센터 4 울산 남구 삼산로48 효천빌딩 10층 울산지사 차장 류재근
052-226-1013

jekiryu@kead.or.kr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0층

경영지원부 2

단지사업부 1

원주권주거복지센터 2 강원도 원주시 서대원로 491(단구동)

강릉권주거복지센터 2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46 2층

경영지원부 1 충북지사 주임 남성진
043-230-6491

dbsqls@kead.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가

경동) 충북지방기업진흥원 3층

주거복지사업1부 1 충북지사 주임 남성진
043-230-6491

dbsqls@kead.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가

경동) 충북지방기업진흥원 3층

경영지원부 4

주거복지사업1부 2

경기지역본부

(16명)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현대하이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사

학연금회관), 6층

강원지역본부

(7명)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강원지사 과장 김기현
033-737-6628

gihyun6mm@kead.or.kr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산동) 강

원도산업경제진흥원 4층

부산울산지역본부

(13명)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5 부산지사 차장 안희
051-640-9823

anhee78@kead.or.kr

충북지역본부

(2명)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대전충남지역본부

(6명)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대전지사 차장 정재은

042-620-6201

 jjeun@kead.or.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



LH 지역본부 LH 채용예정 부서
장애인

채용인원(명)
LH 채용예정 부서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
장애인공단
 관할지사

장애인공단
 담당자

장애인공단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공단
관할지사 주소

주거복지사업2부 2

주거자산관리부 2

보상관리부 군산비행장

현장사무소
1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593-11

익산권 주거복지센터 1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주택판매부 1

임대공급운영부 1

주거복지사업1부 1

주거복지사업2부 3

임대공급운영부 1

주거복지1부 2

주거복지2부 1

주거자산관리부 1

경영지원부 1

보상관리부 1

지역협력부 1

단지사업부 1

주거복지사업1부 1

주거자산관리부 1

양산산업단지 단지사업부 2

양산산업단지 주택사업부 1

제주지역본부

(1명)
경영지원부 1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1동 305-4) 제주지사  과장 홍호정

064-710-5002

hhj5291@kead.or.kr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3층

전북지역본부

(6명)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전북지사 차장 정순진

063-240-2420

csj663@kead.or.kr

대구지사

차장 김의호

대리 유재은

053-288-1511

catfish@kead.or.kr

053-288-1522

jeyoo@kead.or.kr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1층

광주전남지역본부

(6명)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광주지사 대리 최탐미

062-448-1116

ctm8087@kead.or.kr
광주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차장 류재근
052-226-1013

jekiryu@kead.or.kr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10층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200

우체국보험대구회관 13층

경남지역본부

(9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경남지사 차장 임재황
055-225-8004

jhlim@kead.or.kr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

층)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울산지사

대구경북지역본부

(5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