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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사무분장사무분장

소안면은 전국 최대 김 주산지로써 전문 인력을 집중배치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소득원 발굴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2009년 소

안면 감귤을 전국에 알리는데 성공한바 있습니다. 특색있는 도로변 소공원 조성을 통하여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깨끗하고 편안한 섬 소안 가꾸기 사업

에 앞장서는 부서입니다.

소안면

소안면

면장 한지영 061-550-6530061-550-6530 소안면 업무 전반

총무팀

팀장 김정민 061-550-6540061-550-6540 총무팀 업무전반, 세외수입(군유재산), 부동산소유권이전, 청정전남 으뜸마을 관리

주무관 전용준 061-550-6545061-550-6545 회계, 보건행정, 문화예술, 체육진흥,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지방세 증명서 발급, 체납관리

주무관 지현 061-550-6541061-550-6541 서무, 총무, 의회, 관광, 선거, 축제 및 행사추진, 문화관광해설서 관리, 교육지원, 민원행정

주무관 이미희 061-550-6548061-550-6548 재무업무, 체납 지방세 징수, 문화누리카드관리

맞춤형복지팀

팀장 김현미 061-550-6550061-550-6550
맞춤형 복지,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전반, 가족관계등록 업무, 결격사유조회 업무,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업무(간사), 장사업무, 경로당 개보수사업, 희망복지 업무 전반 등

주무관 박경원 061-550-6542061-550-6542
복지정책팀 업무 전반, 정부양곡, 성금모금, 장사업무, 통합조사팀 업무 전반, 기초연금, 보육아
동팀 업무 전반, 한시생계지원, 사례관리, 행복복지재단 업무

주무관 이민교 061-550-6543061-550-6543
여성복지, 청소년 업무, 장애인일자리 업무, 자활근로자 관리, 보훈 및 유공자 업무(항일운동), 
경로복지 및 복지시설 업무 전반, 장사업무

주무관 김지영 061-550-6551061-550-6551 주민등록업무, 제증명업무

개발팀

팀장 김후철 061-550-6555061-550-6555 개발업무 전반,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각종사업 보상 업무

주무관 김신 061-550-6556061-550-6556 건축업무(민원봉사과), 수질업무(환경수질관리과)

주무관 최양혁 061-550-6565061-550-6565 청소차량 운행, 도로변 관리

주무관 이상용 061-550-6557061-550-6557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치 업무(인구일자리정책실), 환경수질관리과 업무(환경), 경제교통과, 산
림휴양과 업무, 각종 보조사업 업무

주무관 김민재 061-550-6558061-550-6558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업무

주무관 이경필 061-550-6565061-550-6565 폐기물 처리장 관리자

주무관 황세종 061-550-6557061-550-6557 환경미화요원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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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승훈 061-550-6557061-550-6557 환경미화

농수산팀

농수산팀

팀장 김정삼 061-550-6560061-550-6560 농수산팀 업무전반, 농업축산과 업무, 농업기술센터 업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주무관 박성진 061-550-6561061-550-6561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업무, 도서민 차량 등록, 민원봉사과 수산업무

주요사업주요사업

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비사업비
(백만원)(백만원)

소안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소안면 비자리 소재 복지화관 1동 신축 1,000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탐방로, 쉼터, 꽃길조성 658

소안 횡간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도서낙도 지역에 해저관로를 통한 지방상수도 공급 573

소안항일운동 섬테마공원 조성사업 역사테마공원 조성 310

소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테니스장 조성(2면, 2,500㎡) 450

미라맹선 상록수림 보호책 재설치 상록수림 보호책 설치 280

소안 비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안도로 증고 및 확포 L=634m 150

소안 농도102호선(월항) 도로 확포장공사 월항리 도로 확포장공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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