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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사무분장

지리적으로 완도군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금당면은 드넓은 청정해역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금당팔경』이 있어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주민들의 성품이 소박하고 인

심이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금당면

금당면

면장 문경선 061-550-6570061-550-6570 금당면 업무 전반

총무팀

팀장 문석기 061-550-6580061-550-6580
총무팀 업무 전반, 민원봉사과(공간정보, 지적, 부동산관리) 업무, 동향 인사 선거 보안 재무업
무, 지방세 업무 및 민원봉사과(개별공시지가), 보건의료원 업무전반 등

주무관 조다솜 061-550-6581061-550-6581
일반회계, 기획예산실 업무(예산), 세무회계과 업무 전반, 공유재산(대부계약), 인구일자리정책
실(인구정책, 투자유치, 교육지원)업무

주무관 황수민 061-550-6582061-550-6582
일반서무,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 관광과 업무 전반, 기획예산실 업무(기획, 홍보, 감사), 주민자
치센터 업무, 해양치유담당관 업무 전반

맞춤형복지팀

팀장 서경욱 061-550-6600061-550-6600
가족관계등록 업무, 희망복지업무(통합사례, 자활, 긴급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등), 경로복지업무(경로당개보수사업), 행복복지재단 업무, 여성정책 업무, 자원봉사활동 등

주무관 박철홍 061-550-6584061-550-6584
장애인, 정부양곡, 의료급여, 보훈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통합조사 업무, 경로당(경로당
개보수 제외), 노인일자리, 경로식장기초연금, 장기요양, 공중목욕장, 장사 등 노인복지 등

주무관 곽동환 061-550-6601061-550-6601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가족관계등록 보조업무 등, 복지차량관리

개발팀

팀장 정해강 061-550-6590061-550-6590 개발팀 업무전반, 도서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환경수질관리과(상수도, 하수도)업무

주무관 임상헌 061-550-6594061-550-6594
생활환경(페기물처리장관리, 쓰레기, 공중화장실), 관용차량관리(산불, 청소차, 웃음버스), 교통
(웃음버스운행관리, 자동차검사및과태료), 산림녹지 및 산지보호(산불) 등

주무관 송재홍 061-550-6592061-550-6592
도서개발업무(어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시설관리(시설물관리, 점사용, 및 굴착허가
), 농촌개발업무(저수지및방조제, 가로보안등시설), 예방복구업무

주무관 김용은 061-550-6590061-550-6590 환경미화업무

주무관 이재운 061-550-6571061-550-6571 개발담당 전반적인 업무

농수산팀

팀장 고현미 061-550-6595061-550-6595
농수축산업무 총괄, 농사사업 관리, 농업정책(공익직불, 농업재해업무, 농지실태조사), 농업생
산 및 유통(비료지원업무, 양정업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완도소개 > 읍면소개 > 금당면 > 업무소개금당면 - 금당면 - 업무소개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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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총경 061-550-6597061-550-6597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업무 전반, 수산사업 관리,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전반, 수산민원 처리
(어선, 어업허가, 어업면허 등)

주무관 김도연 061-550-6571061-550-6571
인구일자리정책실(외국인계절근로자, 귀촌지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수산민원업무(어선
민원, 어업허가, 어업면허 등)

주무관 김점용 061-550-6596061-550-6596
농업생산(공익수당, 친환경업무), 축산업무(축산정책, 동물방역), 해양보전업무 실무(해양쓰레
기, 바다환경지킴이), 농수산민원 처리(농지원부발급, 어선원부발급, 어선민원) 등

주요사업주요사업

금당 가학 어촌뉴딜 300사업

53억원의 사업비로 가학항에 대합실 리모델링, 선착장 접안시설정비, 안전시설 설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로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
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1년 말까지 완공 예정임.

금당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59억원의 사업비로 삼산 및 봉동 지역 상습 침수지역의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농경지 침수 예방 및 토지 생산성 향상 등 영농 환경 개선을 위
한 3년간 연차별 사업으로 2023년 완공 예정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50억 원의 사업비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금당도에 주민 소득생활 발굴, 탐방로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여 섬관
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5년 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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