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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반영 현황



사무분장사무분장

42개의 유ㆍ무인도로 형성,동남쪽의 소안,보길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양식의 최적지로 전국 제일의 전복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육지의 최남단 해남 땅

끝과 완도 화흥포와는 직선거리 9km로 화물선,여객선 1일 30여회 운항하고 있는 전라남도 최남단 도서임.

노화읍

노화읍

읍장 김준혁 061-550-6250061-550-6250 노화읍 업무 전반

총무팀

팀장 이영주 061-550-6260061-550-6260 동향, 보안, 사회단체 등

주무관 한영이 061-550-6263061-550-6263 예산, 회계, 물품관리, 체육진흥과, 보건의료원 업무

주무관 조민우 061-550-6261061-550-6261 일반서무, 기획예산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업무, 의회, 선거

주무관 박초희 061-550-6275061-550-627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화예술, 관광, 지방세, 공유재산 등

주무관 박앵자 061-550-6265061-550-6265 청사관리 및 문서관리, 통계업무

주무관 이현우 061-550-6281061-550-628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맞춤형복지팀

팀장 하율량 061-550-6270061-550-6270 희마복지,사례관리,긴급,자활,경로당

주무관 정도년 061-550-6271061-550-627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복지, 한부모, 다문화

주무관 성상우 061-550-6272061-550-6272
복지정책, 경로복지(공중목욕장,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장사, 경로식당, 재가노
인), 인구정책

주무관 박다움 061-550-6272061-550-6272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드림스타트, 보훈

주무관 윤현준 061-550-6273061-550-6273 노인일자리 보조

민원팀

팀장 김수정 061-550-6280061-550-6280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결격사유조회, 인구동향, 민원업무 전반

주무관 황주찬 061-550-6282061-550-6282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증회수, 신규, 재발급, 전입신고서 등록 등), 인감대장관리(송수신, 도장
변경, 인감증명서 발급), 제증명 발급

주무관 이원선 061-550-6282061-550-6282
정부24시 민원처리 운영창구, 기타증명 발급(토지,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주민등록업무 보조
, 제증명 발급 보조

산업팀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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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강길동 061-550-6290061-550-6290 농지전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업업무 전반

주무관 곽유민 061-550-6292061-550-6292
인구일자리정책실(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경제교통과 산림휴양과 업무전반, 환경수질관리
과 업무(기후변화대응, 폐기물처리장, 공중화장실)

주무관 문규린 061-550-6291061-550-6291
인구일자리정책실(귀어, 귀촌 정착지원, 외국인근로자 관리), 농업축산 업무 전반. 농업기술센
터 업무 전반

주무관 이성훈 061-550-6292061-550-6292 청소차 운행, 경제교통과(교통업무)

주무관 박수남 061-550-5517061-550-5517 미화요원

주무관 박정태 061-550-5517061-550-5517 미화요원

주무관 박건 061-550-5517061-550-5517 미화요원

주무관 김거성 061-550-5517061-550-5517 미화요원

주무관 차기봉 061-550-5517061-550-5517 환경미화원

주무관 정영훈 061-550-5517061-550-5517 환경미화원

수산팀

팀장 김진하 061-550-6295061-550-6295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 업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 해양보전팀 업무, 수산팀 업무 전반

주무관 조경근 061-550-6296061-550-6296
해양정책과 소관업무(해양정책, 해양관리, 해양보전), 인구일자리정책실(귀어업무), 해양수산
과학원 업무, 어패류 입출하 신고 등

주무관 임정민 061-550-6297061-550-6297
수산경영과 소관업무(수산정책지도, 유통가공, 어패류, 해조류), 인구일자리정책실(외국인 계쩔
근로자 업무), 수산민원(어선 및 어업허가), 양식장관리선지정 등

주무관 김여래 061-550-6297061-550-6297 수산업무보조

건설팀

팀장 김광필 061-550-6300061-550-6300 건설업무 전반, 주민숙원사업 접수 및 추진, 건설과(보상업무 등)

주무관 정경훈 061-550-6301061-550-6301
지역개발과 업무, 건설과 업무, 환경수질관리과(상수도, 하수도)업무, 안전총괄과(예방복구) 업
무, 주민숙원사업 지도 및 감독

주무관 장정민 061-550-6303061-550-6303
민원봉사과(주택건축, 복합민원) 업무, 지역개발과(대합실, 화장실 관리) 업무, 건설과 업무(건
설행정, 옥외광고물) 업무, 안전총괄과 업무, 건축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

넙도출장소

팀장 정광주 061-550-6970061-550-6970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전반

주무관 김길림 061-550-6972061-550-6972 가족관계및 주민등록 사무보조

주무관 최균 061-550-6970061-550-6970 넙도출장소 업무 전반

주무관 이대웅 061-550-6970061-550-6970 넙도출장소 업무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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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부 기 사업비사업비

노화 농도 301호선(넙도) 도로침하 보수공사 30,000

노화 군도 3호선(산양진) 통수암거 확장공사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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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군도 16호선(충도) 아스콘포장 정비 200,000

노화 군도 3호선(구목) 우수관로 정비공사 100,000

노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30,000

노화 염등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노화 소당리 농배수로 개설공사 20,000

노화 내리 해안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20,000

노화 구목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노화 삼마 농로옹벽 시설공사 10,000

노화 신리 침수구역 배수로 확장공사 20,000

노화 119안전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20,000

노화 이목1구 건물철거 및 주변정비공사 150,000

노화 이목2구 우수관로 준설공사 20,000

노화 이차산 보도육교 경관조명 정비 30,000

노화 구목 침수지역 우수관로 증설공사 40,000

노화 석중리 마을안길 석축보강공사 20,000

노화 잘포 선착장 연장사업 20,000

노화 염등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노화 방축리 기초생활시설공사 20,000

노화 후장구도 도로 확포장공사 20,000

노화 석중리 도로 확포장공사 20,000

노화 양하리 도로 확포장공사 20,000

노화 도청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노화 충도리 도로 아스콘포장공사 20,000

노화 방축리 간이접안장 시설공사 20,000

노화 미라리 안길 옹벽시설공사 20,000

노화 도청리 마을안길 가드레일 시설공사 20,000

부 기부 기 사업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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