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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 업무소개
사무분장

군외면

주요사업



사무분장사무분장

군외면은 완도군의 관문이며 13개도서(유인도 8, 무인도 5)로 이루어져 있음. 산림이 좋고 도처에 소천이 많아 첩경을 이루고 있으며, 김 생산 및 방울토마토, 딸기,

포도 생산 등이 면민들의 주 소득원임.

군외면

군외면

면장 전호용 061-550-6310061-550-6310 군외면 업무 전반

총무팀

팀장 김태엽 061-550-6320061-550-6320 총무팀업무전반, 인사및직원복무관리, 동향, 보안, 기관사회단체 관련업무, 인구정책팀 업무

주무관 노효정 061-550-6322061-550-6322 회계, 문화예술, 체육진흥과 업무

주무관 김식 061-550-6321061-550-6321
일반서무, 기획예산실 업무전반 행정지원과 업무전반 해양치유담당관 업무전반 관광과 업무전
반

주무관 황세연 061-550-6327061-550-6327 지방세, 문화누리, 보건의료원 업무

맞춤형복지팀

팀장 배두현 061-550-6340061-550-6340 맞춤형복지팀 업무 총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족관계등록업무,인구동향조사,안심상속서비스

주무관 유지원 061-550-6341061-550-6341 경로복지,복지시설,보육청소년,드림아동,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주무관 김슬기 061-550-6342061-550-6342 통합조사,희망복지,장애인복지,행복복지재단, 여성복지

주무관 박미진 061-550-6325061-550-6325 민원실업무

개발팀

팀장 이병화 061-550-6330061-550-6330 개발팀업무전반, 환경수질관리과(상수도, 하수도), 민원업무

주무관 황준성 061-550-6332061-550-6332 건설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안전재난, 예방복구), 주민숙원사업

주무관 전서진 061-550-6331061-550-6331 건축, 건축안전, 스마트관제, 민방위,원동회센터 관리

주무관 이미엽 061-550-6333061-550-6333 환경수질관리과, 산림휴양과, 경제교통과, 옥외광고물

주무관 윤순현 061-550-6326061-550-6326 환경미화차량 운행

주무관 김기주 061-550-6339061-550-6339 환경미화

주무관 허성 061-550-6328061-550-6328 환경미화

농수산팀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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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변탁식 061-550-6335061-550-6335 농업정책, 농지전용 및 취득업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

주무관 조쥬리 061-550-6336061-550-6336 해양정책과,농업축산 소관업무

주무관 이정태 061-550-6338061-550-6338 수산경영과 업무, 수산민원

주무관 임완철 061-550-6337061-550-6337 농업축산과 소관업무

주요사업주요사업

사업명사업명 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 사업량사업량 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기간사업기간

군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130 3개부분 원동리 일원 2016.01.~2021.04.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5,000 5개소 원동 외 8개 마을 2018.01.~2022.12.

군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500 1개소 원동리 204-1번지 외 3필지 2019.01.~2021.02.

신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3,661 5개소 대문리, 신학리 일원 2019.01.~2022.12.

대문∙용계지구 자연재해 위험 정비사업 3,830 L=1400m 대문리, 용계리 일원 2019.01.~2021.12.

사후∙고마도 수도시설 개량사업 1,150 L=6354m, 가압장 2개소 사후리, 고마리 일원 2019.01.~2021.1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630 13개소 군외면 일원 2021.01.~2021.12.

어촌뉴딜 300사업(당인항) 9,997 1개소 당인리 일원 2019.1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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