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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사무분장
신지면

신지면

면장 김성수 061-550-6350061-550-6350 면정총괄

총무팀

팀장 마권만 061-550-6360061-550-6360 인구일자리정책실(교육,정책), 동향,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주무관 정일영 061-550-6365061-550-6365 회계, 예산, 공유재산, 체육진흥, 문화예술

주무관 최귀엽 061-550-6362061-550-6362 일반서무, 기획예산, 행정지원과, 보건의료, 기록물관리

주무관 김다예 061-550-6363061-550-6363 세무회계(부과, 징수, 체납관리), 관광과

주무관 권혜경 061-550-6368061-550-6368 보건의료원(방역), 문화예술과(문화누리카드), 지방세 증명서 발급

맞춤형복지팀

팀장 김창균 061-550-6370061-550-6370 민원봉사과(가족관계, 주민등록), 보훈, 경로당(비품,보수)

주무관 최수화 061-550-6366061-550-6366 주민복지과(여성, 장애인, 통합, 희망복지), 재단업무 전반

주무관 황혜정 061-550-6386061-550-6386 제증명발급, 주민등록 업무, 전입 등

주무관 백명희 061-550-6372061-550-6372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농수산팀

팀장 김경록 061-550-6380061-550-6380 농지전용, 취득, 대장관리

주무관 장길성 061-550-6382061-550-6382 해양정책과(기반조성), 수산경영과, 인구일자리정책실(귀어, 외국인)

주무관 서종관 061-550-6381061-550-6381 농업축산과(축산, 방역, 농지대장), 해양정책과(해양정책, 관리, 보전)

주무관 이창훈 061-550-6378061-550-6378 농업축산과(농업정책, 생산, 유통),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박민홍 061-550-6378061-550-6378 축산업무, 해양쓰레기

개발팀

팀장 최경화 061-550-6375061-550-6375
토지보상, 민원봉사과(주택건축, 빈집정비, 위법 건축물 단속), 지역개발과(도시정비), 건설과(
도로점용)

주무관 정승환 061-550-6379061-550-6379
경제교통과(경제, 에너지, 교통), 산림휴양과(산림녹지), 환경수질관리과(기후변화대응, 환경지
도, 생활환경)

주무관 김진보 061-550-6376061-550-6376 지역개발과(섬발전, 어촌활력, 어항개발), 안전총괄과(안전재난), 건설과(도로시설, 농촌개발)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완도소개 > 읍면소개 > 신지면 > 업무소개신지면 - 신지면 - 업무소개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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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우점길 061-550-6378061-550-6378 환경미화

주무관 정정훈 061-550-6378061-550-6378 환경미화

주무관 조용수 061-550-6378061-550-6378 환경미화

주요사업주요사업

신지 ~ 고금 연륙교 가설

사업개요사업개요

노 선 명 : 국도 77호선

사업위치 : 신지면 송곡리 ～ 고금면 상정리

사 업 량 : L=4.3km(교량 1.35, 접속도로 2.89), B=11.5m ~ 13.5m

사 업 비 : 731억원(국비)

공사기간 : 2010. 12. 20 ~ 2017. 11. 12(84개월)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추진사항추진사항

‘12. 6. ~ ‘13. 3. 고금 상정리 물양장(A=4.370m2) 시공중(공정70%)

‘12. 8. ~ ‘13. 4. 해상교량 하부공 RCD기초파일(총44본) 시공중(공정39%)

‘12. 9. 어업권 직접피해 보상(11건 22억원) 완료

‘12. 8. ~ ‘13. 6. 어업권간접피해조사착수→목포대학교용역→감정평가실시

국도 77호선(강독 ~ 송곡) 굴곡도로 선형 개선 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9. 12. 24. ~ 2013. 5. 14.

위 치 : 신지면 강독리 ~ 송곡리 구간

사 업 비 : 72억원

사 업 량 : L=1.5㎞ B=10m

추진사항추진사항

어업피해조사, 사전환경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도로구역 결정고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11. 3. 시험암 발파(8회 ~60공)

‘11. 5. 해공사구간 본 발파(미진동, 정밀, 소규모, 중규모)

‘12. 6. ~ ‘12. 12. 어업권 직접피해 보상(11건 22억원) 완료

‘12. 9. 공유수면매립 면허협의 신지면 송곡리 667-3번지 지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완도군(공유수면 면적 986㎡)

신지명사십리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위 치 :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신리 일원(행정리 4)

사업기간 : 2010년~2014년(1단계 : 2010~2012, 2단계 : 2013~2014)

사 업 비 : 6,133백만원〔1단계 4,050(자부담 40), 2단계 2,083〕

주요사업 : 문화복지, 소득기반, 경관시설, 기초생활시설, 지역역량강화

추진사항추진사항

사업대상지 선정 : ’09. 1. 29.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10. 01. ~ ’12. 12.(교육, 국내외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소식지 발행 등)

실시 설계 및 편입 토지 매입 :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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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및 착공 : ‘11. 8. 26. 다목적 복지회관 착공

명사갯길 조성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기 간 : ’10. 3. 2. ～ 11. 30.(9개월)

내 용 : 등산로 조성과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규모 : 20㎞(강독휴게소 ~ 동고해수욕장)

추진사항 : ’10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명사갯길 정비 추진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확정 : 2011. 3.

기 간 : ‘11. 3. ~ 12.

사업구간 : 강독리 ~ 내동리

제1코스(10.3㎞, 강독마을 ~ 명사십리해수욕장)

제2코스(4.9㎞, 울몰마을 ~ 내동마을)

사 업 비 : 5억원(국비 2.5, 군비 2.5)사업 추진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신지 만들기

신지 가로수 조성사업신지 가로수 조성사업

사업기간 : ’11. 3. ~ 4.

위 치 : 송곡 ~ 임촌

수 종 : 황칠나무, 배롱나무

사 업 비 : 170백만원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소공원 조성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소공원 조성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확정 : 2011. 3.

사업기간 : ’11. 4. ~

위 치 : 임촌 외야미 폐도부지, 명사십리 2주차장 도로변

신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조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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