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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읍ㆍ면 행 정

제 1 절 고 성 읍

1. 연 혁

가. 삼한시대(B․C 108년경) - 변한시대의 촌락

나. 가야시대(42 ~ 513년경) - 소가야국의 수도

다. 고려시대(현종9년 1018년) - 고성현 서읍내면․동읍내면

라. 조선시대

1) 1914년 - 양면 병합 철성면으로 개칭

2) 1918년 - 고성면으로 개칭

3) 1938년 10월 1일 - 고성읍으로 개칭

2. 일반현황

가. 면 적(군 전체의 8.5%)

총면적 농경지 임 야 기 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 리 율

44.08㎢ 17.15㎢ 20.18㎢ 6.75㎢ 0.86ha 98% 98%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인 구
밀 도

가구당
인 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9,432 1,993 278 7,161 23,690 11,830 11,860 537.43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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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수

행 정 구 역 공 무 원

리 자연
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직법정 행정

17 40 92 155 24 1 5 5 9 3 1

라. 주요시설

1) 관 공 서 : 19개소

2) 학 교 : 10개교(초 4, 중 3, 고 3) ⇒ 4,059명

3) 기 업 체 : 40개 업체(종업원수 1,141명)

4) 종교시설 : 43개소(불교 18, 기독교 17, 기타 8)

5) 의료시설 : 40개소(병원3, 의원11, 치과6, 한의원 8, 약국 12)

6) 도로포장율 : 국도15.7㎞(포장율100%), 지방도7.9㎞(95%), 군

도17.2㎞(38%)

7) 급수시설

가) 광역상수도 : 8,769호(95.8%)

나) 간이상수도 : 385호(4.2%)

3.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1) 고성읍 인구증가 현황

구분
인구증감 현황 인구증가 내역

2007년말 2008년말 증․감 계 전입 출생 재등록

인구수 23,443 23,690 247 5,542 5,207 25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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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출산장려금, 추산 축하선물 지원 : 286명, 188,300천원

나) 기업체방문 임․직원 주소이전 독려 : 15개 기업체

다) 주민등록 미전입자 현황파악및주소이전 추진 : 106세대 중 33명

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고성읍 가꾸기

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3개마을 60,000천원

2) 마을 휴게쉼터 조성 : 6개마을 189,430천원

3) 마을주변 꽃동산 조성 : 1개소(남포매립지-유채, 코스모스 파종)

4) 도로변 꽃길 조성 : 1개소(영산홍 2,281주 보식)

5) 시가지 도로정비 : 2건 32,644천원

6) 시가지 도로변 대형화분 설치 : 55개(2호광장-동내 사거리)

7) 마을경로당 개ㆍ보수 : 8개 마을 162,600천원

8)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 12건 367,971천원

9) 마을주변 운동기구 설치 : 1개소 8,600천원

10) 위험지구 안전난간 설치 : 1개소 27,170천원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운영

가) 밸리댄스외 13개 강좌 연간 500여명 수강생 배출

2) 복지사업 등 주민자치실현 역량강화

가) “늘푸른 가게”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과 복지기금 마련

나) “김치야 반갑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지역자원을 활용

다) “송학천 살리기” 운동으로 지역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확산

3)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가) 입춘첩 나무기, 타이어마사지봉사대, 하모하모어머니봉사대 등

4)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주민룡엑자치센터 운영

가) 전국 3,500여개 자치센터 2009공스포 홍보 서한문 발송

5) 2008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종합운영분야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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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사․모 활동 지원 강화

1) 남산공원 환경정화활동 강화

가) 공룡석상 음수대 설치 : 1개소

나) 생태연못내 돌고래석상 및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

다) 생태연못내 물레방아 설치 : 1개소

라)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 남산공원 지킴이 역할

마. 생명환경농업 기반 조성

1) 생명환경농업 단지 현황

단지수 면적 농가수 비고

3개 단지 12.4ha 32명 죽계, 독실, 우산지구

2) 생산량 및 수매현황

가) 생산량 : 1,737포(40kg/포)

나) 수매현황 : 121,590천원

3) 추진내용

가) 생명환경농업 1,000% 확대재배 전진대회 개최 : 2008. 08. 23.

나) 생명환경농업 단지회원 교육 및 현장학습 : 2008. 09. 23.

다) 생명환경농업단지결성및협약에따른 회의및교육 :2008. 11. 07.

라) 생명환경농업단지 결성 및 협약체결 : 2008. 12. 10

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 사업의 개요

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실천하

여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 및 고성읍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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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계 3개소 60,000

낙조가
아름다운
해안공원

조성

고성읍 신월리 605-1 20,000
- 정자건축(1개소)
- 수목(20주), 잔디

식재 정비

매화길 조성 고성읍 이당리
국도33호 20,000

- 매화나무
보식(400주)

- 주변 제초 및 정비

이팝나무
동산 조성

고성읍 우산리
외우산마을 20,000

- 이팝나무 80주
- 등받이 의자 5개소

등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가. 총 괄

구 분 건수 사업비(천원) 완료율 비고

계 55 1,544,942 100%

농업기반정비 28 894,490 100%

마을환경정비 17 461,022 100%

주민편의시설 10 189,9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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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내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진도
(%)

대평마을쉼터
설치공사

성토;257m2조경공사 등
(느티나무외 2종, 잔디식재570m2 등)

30,000 100

율촌마을쉼터
조성공사

쉼터조성 9.0*4.5 10,980 100

우산지구농로
정비공사

포장 L=198m, 개거 L=26.0m 21,763 100

시가지보도블럭
정비공사

보도블럭정비 A=118.44M2
콘크리트포장 A=207M2경계석설치
L=92.6M

10,600 100

대독지구
하천정비공사

하상준설 A=4,900m2, V=2,282.5m3
수로관(600C) L=130.0m, 일체식문비 1개소

22,688 100

덕선지구지
하수개발공사

관정굴착 L=96.0m(8")수중모터 5hp 29,752 100

양덕마을
안전난간 설치공사

목재난간 180경간 27,170 100

무량지구지
하수개발공사

관정굴착 L=96.0m(8")수중모터 5.0hp 30,000 100

봉림소류지
준설공사

소류지 준설 V=5,738m3 30,248 100

시가지도로정비및
주차장포장공사

아스콘포장 L=492.0m, A=2322.8a 22,044 100

마을안길
정비사업

포장 L=31.0m, A=139.1m2 2,942 100

양덕마을쉼터
조성공사

목재데크 1식 28,720 100

매수지구농로
정비공사

포장 L=712.0m, A=2,136.0m2 54,865 100

가뭄우심지구(매수)
지하수개발공사

관정굴착 L=90.0m수중모터 5hp
물탱크 10ton

27,079 100

신월지구농로
포장공사

포장 L=406.0m, A=1274.0m2수로관
(600C) L=100.0m파형강관 L=10.0m
스라브 L=1.5m, B=2.5m

37,3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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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
진도
(%)

무량농로포장공사 포장 L=471.0m, A=1413.0m2 36,729 100

매수마을진입로정비사업
포장 L=637.0m, A=1,679.7m2
석축 L=14.0m, A=42.0m2

45,784 100

이당지구
용배수로정비공사

포장 L=136.0m, A=408.0m2수로관
(1000*800) L=382.0m수로관(500C)
L=38.0m
파형강관 L=14.0m

51,512 100

양덕마을 쉼터 팔각
기와정자 설치사업

팔각정자(6.0*6.0) 1식 21,280 100

율촌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콘포장 L=966.0M, A=45.04a 39,449 100

상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수로관(1000C) L=92.0m
이중벽하수관(d400) L=110.0m

30,700 100

거운소하천정비공사(2차) 전석쌓기 L=250.0m, A=490.0m2 47,920 100

내우산세천정비공사
전석쌓기 L=118.0m, A=177.0m2포장
L=87.0m, 수로관(1000C) L=50.0m

33,680 100

독곡농로 및
용배수로정비공사

포장 L=363.0m, A=1082.8m2
수로관400C L=54m, 300C L=24m,
500C L=185m, 600C L=198m, 파
형강관 L=22m

46,030 100

율대지구농로포장사업 포장 L=407m, A=1221m2 27,720 100

수남지구
배수로정비공사

옹벽식생블럭 L=57.0m(양안), A=202.7m2 56,043 100

선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포장 L=80m, A=180m2수로관(600C)
L=319m파형강관(700) L=46m

39,702 100

율대마을 팔각기와정
자 설치사업

팔각정자(6.0*6.0) 1식 21,280 100

사작골안길정비공사 전석쌓기 L=114.0M, A=219.7M2 20,9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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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
진도
(%)

독실마을안길정비사업 아스콘덧씌우기 L=1,186.0m , A=57.39a 42,312 100

대평마을안길정비사업
아스콘덧씌우기 A=39.51a
콘크리트포장 A=331.0㎡

44,662 100

사동마을진입로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760.0m, A=25.28a 23,096 100

외우산마을 쉼터
지붕설치공사

외우산마을 정자지붕설치
1식대크설치 1식

9,300 100

신월리 곡용마을
쉼터 조성사업

사각정자 설치 : 1식(4.6*4.5m) 9,300 100

내우산마을 쉼터
조성사업

내우산마을 대크설치 1식 11,400 100

동외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로설치(D00) L=72.0MGRP맨홀설
치(D900) 2개소집수정(0.8*0.8*1.0)
3개소수문설치(0.5*0.5) 1개소관로
준설 16.0M3

26,962 100

독실농업용암반
관정개발공사

관정굴착 6"(L=160.0m)수중모터 7.5hp 28,290 100

무량지구농업용
수개발공사

관정굴착 L=84.0m(6")-수중모터 3hp 21,000 100

대독천하상정비공사
하상준설 L=322.0M, Q=2,094㎥파
형강관(D1000) L=24.0M, 수로관
(900B) L=30.0M

20,000 100

거운마을하천
정비공사

전석찰쌓기 L=60.0M, A=140.4㎡
스라브 1개소(4.5*3.5*0.3)

18,570 100

청사실내환경
개선공사 시행

계단실및열린가게 인테리어공사 1식
읍장실 및 2층 사무실 바닥마감
재공사 1식등

20,000 100

신부마을진입로덧씌
우기공사 시행

아스콘포장 L=775.0m, A=37.09a 27,948 100

무량측구 정비공사 무량측구 정비공사 1식 21,9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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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진도
(%)

우산지구측구정비공사
파형강관(D1000) L=24.0m
수로관(900*800) L=136.0m

18,696 100

생명환경농업 육묘장
설치공사

70m*7m 2(단) 연동형 14,993 100

동외마을안길포장사업
스라브설치 L=206.0m, B=1.5m
수로관설치(600C) L=206.0m
콘크리트포장 A=285.0㎡

46,013 100

신부마을진입로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L=160m 16,030 100

연산홍 식재공사 식재공(연산홍) 식재 2281주 2,745 100

거운소하천 정비공사
전석찰쌓기 L=218.0m, A=306.3㎡
콘크리트포장 L=218.0m

35,282 100

율대소하천 정비사업 전석쌓기 L=230.0m, A=448.9㎡ 38,900 100

대평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스라브설치 L=157.0m, B=1.4m
수로관설치(600C) L=400.0m
콘크리트포장 A=30.0㎡

50,000 100

기월마을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1,116.0m, A=59.95a 44,543 100

면전마을 안길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48.0m, A=155.2㎡
파형강관(D1000) L=19.0m
파형강관(D400)
L=8.0m,수로관(900*800) L=78.0m

14,202 100

내우산 소하천
정비사업

전석찰쌓기 L=22.5m, A=44.0㎡
바닥깔기 L=3.0m, A=6.0㎡보
L=4.0m

16,690 100

교동소하천 정비공사
전석쌓기 L=80.0m, A=146.0㎡
스라브 1개소
콘크리트포장 L=63.0m, A=157.5㎡

17,000 100

작성자 : 부 읍 장 김 종 환

확인자 : 고성읍장 이 수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