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70 -

제 11 절 회 화 면

1. 연 혁

가. 삼국시대 변한의 촌락으로 994년(고려 성종14년) 鹿嗚縣, 宣縣, 

華陽縣으로 구분

나. 1894년(갑오경장)이후 會賢面, 華陽面에 각각 면장을 두어

면정을 담당

다. 1913. 3월 두면이 회화면 6리로 병합, 정부수립이후 6리

13행정마을

라. 1974. 2. 25. 배둔리 2행정마을이 4행정마을로 분할, 15행정

마을

마. 1982. 9. 1. 자소마을이 2개 마을(자소, 금봉촌)로 분할 16

행정마을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일반현황

가. 지역특성

1) 지리적으로 마산시 진전면과 관내 구만면, 마암면을 접경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고성 생활권의 중심지이며,

2) 특히,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당항포

관광지가 위치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남해안의 전형적인

전원도시로,

3) 야생화, 분재, 화훼, 단감 등을 비롯한 시설소득작물과 청정해

역을 배경으로 사계절 싱싱한 생선회가 특산물인 자연과 낭

만이 살아 숨쉬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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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 적

총면적 농경지 임야
대지 및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률

경 지
정리율

29.45㎢ 7.26 18.85 0.87 2.30 0.17 0.9ha 88% 98%

※ 기타 : 목장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다. 가구 및 인구

(단위:호,명)

가 구 인 구 인 구
밀 도

가구당
인 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804 764 63 992 4,068 2,003 2,065 138.1 2.25

라. 행정구역 및 공무원수

행 정 구 역 공 무 원

리 자연

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법정 행정

6 16 28 52 13 1 4 1 1 4 2

마. 주요시설

1) 관 공 서 : 4개소 (면사무소 1, 지구대 1, 우체국 1, 소방파출소1)

2) 학 교 : 3개교 (초 1, 중 1, 고 1)

3) 기 업 체 : 9개업체 (종업원수 364명)

4) 종교시설 : 10개소 (교회 3, 천리교 1, 사찰 6 등 )

5) 의료시설 : 9개소 (병상 330개)

6) 도로포장률 : 100%

7) 상수도보급율 : 100% (광역상수도 60%, 간이상수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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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면민 공감대 조성

1) 공룡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면민 공감대 형성 “붐” 조성

가) 입장권 예매 홍보 간담회 : 4회

나) 관내 기관단체 선진지 견학시 엑스포 홍보 : 8회

다) 각종 행사 및 회의시 공룡세계엑스포 홍보 : 7회

나. 면민이 감동받는 자치행정 실현

1) 주민정보센터를 활용한 면민 정보화교육 실시

가) 운영기간 : 2008. 3월 ~ 12월

나) 교육과정 : 엑셀, 한글, 인터넷(블로그), 쇼핑몰 등

다) 교육인원 : 연인원 100여명

2)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 창구 즉결민원의 신속 정확한처리및유기한민원의처리기간단축

나) 담당직원 부재시 업무대행체제 확립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제고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3) 기관 단체장 및 발전협의회 간담회 개최로 화합면정 구현 : 10회

다. 엑스포 도로변 꽃길조성 및 특색있는 푸른고성가꾸기

1) 엑스포 도로변 꽃길조성 ---------- 2.7㎞ (원추리 8,000본)

2) 엑스포 도로변꽃길수목조성지잡초제거및지주목 정비-------- 10.4㎞

3) 마구들 중심농로주변농지 유채단지 조성 ----------------- 16.4㏊

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도모 ----- 271세대 451,292천원

가) 기초생활급여 지원 135세대 425,439천원

나) 에너지보조금 지원 123세대 15,8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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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학비 지원 10세대 8,583천원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세대 1,440천원

2)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7건 346,144천원

가) 기초노령연금 지원 618명 481,333천원

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개소 70,000천원

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7개소 29,960천원

라)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2개소 2,000천원

마)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지원 1개소 200천원

바) 탁노소 운영비 지원 1개소 2,500천원

마. 면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1)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개최 ------ 당항포매립지 500명 참여

2) 제39회 군민체육대회 --------------------- 준우승(체육)

3)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 어르신 400분 참여

바.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쉼터 조성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계 4개소 132,760

곰실마을주민쉼터조성 봉동리 자소 정자(1개소),주변정비(1식) 21,800

월계마을주민쉼터조성 삼덕리 월계 정자(1개소),주변정비(1식) 48,500

가례마을주민쉼터조성 배둔리 가례 데크(1개소),주변정비(1식) 18,500

어선마을주민쉼터조성 어신리 어선 데크(1개소),주변정비(1식) 14,100

방화산체육공원조성 배둔리 등산로정비,운동기구(12식) 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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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1) 지붕개량 -------------------------- 27세대 27,000천원

2) 빈집정비 --------------------------- 6세대 4,200천원

아. 지방세정

(단위: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계 1,928,793 1,543,218 468,151 80%

도세 1,254,672 1,029,106 219,773 82%

군세 674,121 514,112 248,378 76%

자. 자연순환의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1) 단지조성

단지명 면적(ha) 필지수 농가수 대표자명 비고

신천 8.7 58 17 도태규

2) 생명환경농업 재배 벼 산물 실적 : 69,394kg(1,710叭/조곡/40kg)

3) 생명환경농업추진 선도 농민양성 자연농업 교육이수 : 44명

- 기본과정(수도작) : 32명, 전문과정(과수, 축산) : 12명

차.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 400㏊ 1,960t (단수 460㎏)

2) 육묘상자용 상토 및 매트 지원 ------- 459농가 38,309천원

3) 추곡수매 -------------------------------- 16,564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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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논농업 소득보장 및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촌생활 안정 추진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

가) 고정형 ------------------------- 532농가 286,47천원

2) 자녀학자금 지원 -------------------- 39농가 30,016천원

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사전방제로 전염병 예방

1) 공동방제단 운영 --------------------- 5개 방제단 16명

2) 공동방제 실적 ------------- 20회 년5,375농가 14,512천원

하.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

1) 일상경비(면 자체사업)

(단위:천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계 9 146,061

어선원촌마을안길재포장공사 어신리 포장 L=100m 19,082

자소한밭안길포장공사 봉동리 포장L=128m 24,610

산북마을농업기반조성공사 어신리 포장 L=395m 17,828

금봉촌소하천정비공사 봉동리 견치석 L=51m 15,514

배둔반곡소하천정비공사 배둔리 견치석 L=56m 14,075

석전소하천정비공사 어신리 포장 L=143m 14,975

게이트볼장정비공사 배둔리 정비 L=79m 19,942

생명환경농업단지벼육묘장 설치공사 삼덕리 육묘장 3동 11,385

배둔벚나무식재공사 배둔리 벚나무 식재 5,970

배둔터미널앞소공원정비 배둔리 파고라정비 1식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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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배 정 (군 지원사업)

(단위:천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계 17 471,218

치명마을옹벽설치공사 삼덕리 옹벽L=22m, 포장 L=72m 22,204

어선마을인글농로포장공사 어신리 포장 L=116m 30,000

어선마을인글농업기반정비공사 어신리 포장 L=209m 50,000

회화면사무소주변철거정비공사 배둔리 구조물헐기 2동 자갈부설 25,000

구만천정비공사 배둔리 제초및풀베기 A=5,160㎡ 13,250

배둔천기성제정비공사 배둔리 제초및풀베기 A=16,762㎡ 20,000

배둔천기성제정비공사1 배둔리 제초및풀베기 A=2,550㎡ 10,000

배둔천(유채꽃)정비공사 배둔리 제초및풀베기 A=32,000㎡ 17,640

자소마을용배수로정비공사 봉동리 배수로L = 656M 30,000

마구들용배수로정비공사 배둔리 배수로L=1,952M 100,000

배둔벚나무식재공사 배둔리
벚나무107주,
영산홍식재720주

11,124

산북마을안길확포장공사 어신리
포장L= 99m
배수로 L=131m

30,000

양지마을안길재포장공사 배둔리 포장L=53m 3,000

자소지구농업용배수로개발공사 봉동리 배수로L= 656m 46,000

남진소류지준설공사 삼덕리 준설1,580㎥ 20,000

녹명지구논두렁구축용블럭설치공사 녹명리 포장L=352 13,000

녹명마을안길정비공사 녹명리 포장L=352 30,000

작성자 : 부 면 장 오 세 옥

확인자 : 회화면장 남 기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