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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사무분장

2천여 세대에 4,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인도 2개를 포함하여 33개마을로 구성되어 농·어업이 적절히 잘 조화되어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본영

으로서 공의 영정을 봉안하였다가 충남 아산으로 모셨던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답게 충·효·예를 중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면입니

다.

고금면

고금면

면장 고수영 061-550-6390061-550-6390 고금면 업무 전반

총무팀

팀장 김진호 061-550-6400061-550-6400
행사, 여론동향 및 보안, 선거관리, 군수 및 주요인사 방문 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회의 진
행, 주민자치운영 등

주무관 조희선 061-550-6401061-550-6401 세무회계과, 지적, 공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체육진흥과, 관광과 업무

주무관 임대영 061-550-6403061-550-6403 예산, 회계 업무, 청사 물품 차량관리, 문화예술과, 보건의료원 업무

주무관 김송희 061-550-6402061-550-6402 일반서무,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업무

주무관 박주승 061-550-6422061-550-6422 충무사 관리사

주무관 이진경 061-550-6407061-550-6407 청사관리, 우편물관리, 문화누리카드 신청접수

맞춤형복지팀

팀장 김권태 061-550-6420061-550-6420
법원사무 및 가족관계 등록정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보훈), 경로복지(경로당개보수,
노인일자리)

주무관 송은미 061-550-6421061-550-6421
통합조사(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희망복지(자활, 긴급복지, 희망키움, 통합사례꽌리), 장애
인복지(장애인등록, 장애인바우처, 장애인일반), 여성복지(한부모, 아이돌봄, 여성단체 등), 코
로나 생활지원비

주무관 김혜영 061-550-6422061-550-6422
경로복지(경로당 장사 등), 보육청소년(청소년, 보육), 드림아동(아동,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행복복지재단, 코로나 생활지원비

주무관 임옥자 061-550-6404061-550-6404 주민등록 업무

주무관 김상수 061-550-6405061-550-6405 주민등록업무 보조, 고금국민체육센터 관리

개발팀

팀장 이지연 061-550-6410061-550-6410 개발팀 업무

주무관 박정국 061-550-6414061-550-6414 민원봉사과(복합민원, 건축허가), 산림휴양과(산불)

주무관 김은주 061-550-6412061-550-6412
경제교통과(경제, 에너지, 교통, 소상공인지원), 인구일자리정책실(일자리창출), 건설과(옥외광
고물), 안전총괄과(민방위, 스마트관제)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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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창민 061-550-6411061-550-6411 산림휴양과(산림치유, 경영, 보호), 환경수질관리과(기후변화대응, 환경지도, 생활환경)

주무관 김영훈 061-550-6413061-550-6413
지역개발과(도시정비, 섬발전, 어촌활력, 어항개발), 건설과(건설행정, 도로시설, 농촌개발, 하
천관리), 안전총괄과(안전재난, 건축안전, 예방복구)

주무관 신문수 061-550-5606061-550-5606 환경미화원

주무관 이기욱 061-550-5606061-550-5606 환경미화원

주무관 박태현 061-550-6413061-550-6413 환경미화원

농업팀

팀장 김재식 061-550-6425061-550-6425
농업업무 전반, 농지업무(농지취득, 농지전용, 농지대장 관리), 농업기술센터, 인구일자리정책
실(귀농귀촌)

주무관 김율 061-550-6427061-550-6427
농업생산업무(기본형공익직불제, 유기질비료, 농기계 지원, 하우스, 농업재해 등), 농식품유통
업무(농산물저온저장고, 공공비축수매 등)

주무관 이대현 061-550-6426061-550-6426
농업정책업무(농어민공익수당, 행복바우처), 축산정책업무(조사료, 수분조절재, 고급육생산장
려금 지원 등), 동물방역업무(방역초소 운영, 방역약품 관리 등)

수산팀

팀장 황석인 061-550-6430061-550-6430 수산팀 업무전반, 해양정책팀, 기반조성팀, 해양환경보전팀 업무, 해양수산관학원 업무 등

주무관 김은희 061-550-6433061-550-6433 수산정책팀, 유통가공팀, 시장개척팀, 어패류팀, 해조류팀 업무

주무관 김현중 061-550-6431061-550-6431 수산민원 업무(관리선, 허가, 어선, 입식신고 등), 해양관리팀 업무

주요사업주요사업

사업명사업명 사업량사업량 사업비사업비
(억원)(억원) 사업기간사업기간 비고비고

국도77호선(청용~상정) 시설개량사업 L=7.2㎞ 2차로 시설개량 412 2021∼ 2025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국도77호선(상정리) 굴곡도로 선형개선 사업 L=1.28km B=8~12ｍ 43 2016~ 2022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국도77호선(농상, 덕암) 도로개선사업 L=0.4km(농상리) L=0.1km(덕암리) 16 2022~ 2024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국도27호선(덕동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선형개선 0.5km 갓길정비 1km 31 2019~ 2023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덕동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 호안도로 0.5km 배수펌프장 1식 30 2022~ 2024
안전건설과
(예방복구)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수군 체험관, 이순신 전시관 85 2017∼ 2023 문화예술과
(문화재)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삼도수군통제영 봉수대, 사장터 190 2020∼ 2023 문화예술과
(문화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항동, 척찬, 화성) 탱굴하우스 탱굴자원순환시설 69 2020~ 2024 지역개발과
(어항개발)

전복종자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공장동 5,600㎡ 창고, 사무동 40 2021~ 2023
수산경영과

(어패류양식)

청학동 참살이마을 조성 체험플랫폼 웰컴센터 리모델링 18 2020~ 2022
관광과

(관광시설)

고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다목적구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34 2020∼ 2023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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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 (가교, 교성) 처리장 110톤/일 관로 4.1km 69 2020~ 202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저수지 보강 2개소 양수장 신설 1개소 57 2019~ 2023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고금면사무소 청사 신축 지상2층 연면적 1,200㎡ 37 2019~ 2022
세무회계과
(재산관리)

관광해안도로 시설 (청학~용초) L=1.7㎞ B=5ｍ 12 2021∼ 2022 안전건설과 
(도로시설)

사업명사업명 사업량사업량 사업비사업비
(억원)(억원) 사업기간사업기간 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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