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08시시 04분분



2
3
3
3

목차목차

목차

보길면 - 업무소개
사무분장
보길면



사무분장사무분장

아름다운 섬, 난대림의 보고 보길도입니다. 조약돌 같은 아름다운 다도해경관과 천혜의 난대상록수림을 자랑하는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혼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가사문학의 산 교육장이며, 빼어난 풍경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해수욕장, 그리고 다도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전복, 톳, 미역, 다시마 등 전국 제1의 수산물 고

장입니다. 힘든 삶에 잠시 어깨 기대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섬 보길도에서 아름다운 추억, 풍요로운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지, 도약하는 보길도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길면

보길면

면장 김현주 061-550-6610061-550-6610 보길면 업무 전반

총무팀

팀장 박승룡 061-550-6620061-550-6620 총무업무전반,인사,보안,홍보,기관사회단체 관리

주무관 전영록 061-550-6622061-550-6622 회계, 지방세, 통계, 방역

주무관 정종주 061-550-6621061-550-6621
일반서무,기획예산실,해양치유담당관,행정지원과,민원행정,지적,부동산,인구일자리정책,보건
행정과 업무

주무관 장빛나 061-550-6657061-550-6657 보길면사무소 청사관리

주무관 김석진 061-550-6621061-550-6621 청사관리

맞춤형복지팀

팀장 이진영 061-550-6630061-550-6630 맞춤형복지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제혁 061-550-6633061-550-6633
노인일자리,경로당관리,아동급식,공동모금회,보훈,노인이미용권관리,자활,복지업무용차량 관
리

주무관 정소령 061-550-6632061-550-6632
사회보장급여,여성,다문화,장애인 업무,양곡,아동청소년,행복복지재단,인구정책,코로나19지원
금신청

주무관 윤재영 061-550-6655061-550-6655 주민등록,인감,외국인정보,정부24,제증명발급 등

개발팀

팀장 이난용 061-550-6640061-550-6640 개발팀업무전반,주민숙원사업 민원,환경수질관리과 업무

주무관 양선웅 061-550-6643061-550-6643 지역개발과,건설과,안정총괄과업무,상하수도,도로인허가업무

주무관 문상현 061-550-6642061-550-6642 건축, 환경, 산림, 경제, 에너지, 교통

주무관 지손경 061-550-6641061-550-6641 환경수질관리과,안전총괄과 업무,상수도팀 물 공급,캠페인 등

주무관 권광선 061-550-6645061-550-6645 쓰레기수거

주무관 백선영 061-550-6645061-550-6645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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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백선영 061-550-6645061-550-6645 환경미화

주무관 조현석 061-550-6645061-550-6645 쓰레기수거

농수산팀

팀장 김승철 061-550-6650061-550-6650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농지전용,농지취득,공공비축미,해양정책과,수산경영과 업무 전반

주무관 강성범 061-550-6652061-550-6652 해양정책과 업무, 수산경영과 업무, 수산민원 업무

주무관 문수현 061-550-6651061-550-6651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농업기술센터,해양정책과 업무

윤선도유적팀

팀장 윤재선 061-550-6624061-550-6624 윤선도유적팀 업무전반 체육진흥과 전반 관광과(축제, 관광해설사 관리)

주무관 곽유한 061-550-6625061-550-6625 문화예술과 업무(문화예술팀, 문화재팀 업무 등) 관광과 업무 기간제 근로자 관리

주무관 장은숙 061-550-6623061-550-6623 윤선도원림 시설물 관리 및 경관관리,문화누리카드,관광지 화장실 관리

주무관 박미경 061-555-5559061-555-5559 문학관,창작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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