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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동 해 면

1. 연 혁

가. 소가야시대에는 해빈부곡이라 일컬었음

나. 1018년(고려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되면서 포도면과

광이면으로 분할되어 포도면은 13개 동리, 광이면은 9개 동

리를 관할

다. 1914년 3월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포도면과 광이

면을 합쳐 동해면으로 개칭되고 10개리로 개편

라.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감서리가 거류면에

편입된 후 9개리 22개 마을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일반현황

가. 면 적

총면적 농경지 임야
대 지 및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리율

53.31㎢ 9.95㎢ 39.49㎢ 0.96㎢ 2.34㎢ 0.57㎢ 0.8ha 67% 57%

※기 타: 목장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인 구
밀 도

가구당
인 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879 903 641 335 4,094 2,107 1,987 7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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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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52 52 13 1 4 2 4 1 1

라. 주요시설

1) 관 공 서 : 5개소

2) 학 교 : 6개소(중학교 1, 초등학교 2, 유치원 2, 어린이집 1)

3) 사 업 체 : 8개업체(종업원수 1,400명)

4) 종교시설 : 15개소

5) 급수시설 : 간이급수 26개소, 광역상수도 24km

6) 의료시설 : 3개소(보건지소1, 보건진료소2)

7) 문화시설 : 내산리고분군, 호암사, 철마산성, 곡산봉수대, 철산정사

3.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 해는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동해면에서는 법동단

지를 조성하여 생명환경농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

며, 조선산업특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면민 화합 및 의지결집

으로 고성군의 경제활성화와 인구10만 고성시 건설의 전초기지로의

역학을 다한 한 해였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사업, 농로포장, 지방상수

도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과 농업의 선진화, 축산

기반조성, 면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실현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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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민 우선 행정 추진

1) 주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열린 행정 실천

- 이장회의, 기관․단체장회의 등 각종모임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

2) 찾아가는 현장행정 실천

가) 근무형태⇒ 오전 : 내무, 오후 : 마을출장

나) 중점사항⇒ 저소득층 가정방문, 경로당 등 주민다수모임 장소 방문

다) 고액체납 지방세 철저징수⇒ 556건/ 89,049천원

3) 현안협의회 구성․운영

가) 구성 : 면민중 인격과 덕망을겸비하고, 사회적신망이 두터운자(10명)

나) 역할 : 면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

해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민원에 대한 중재

및 의견충돌 억제

4) 인구증가 시책 추진

가) 무단전입자 조사 및 전입 독려

나) 유관기관․기업체의 임․직원 주민등록 옮기기 권장

다) 농어촌에서 전원생활 갖기 홍보

라)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홍보

마) 기업체 임직원 주거기반 확충(A․P․T 및 원룸)

나.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1)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13명/ 3,529천원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자활 지원⇒ 119가구/ 366,091천원

3) 장애인 복지증진⇒ 78명/ 80,9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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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복지 증진

가) 기초노령연금⇒ 856명/ 622,327천원

나) 노인교통수당⇒ 467명/ 55,399천원

다) 장수수당⇒ 58명/ 18,840천원

5)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26개소/ 77,675천원

6)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가) 경로당 보수⇒ 남촌경로당 외 5개소/ 120,000천원

나) 운동기구 보급⇒ 전도경로당 외 1개소/ 2,000천원

다) 공동목욕탕 보수⇒ 덕곡공동목욕탕 1개소/ 15,000천원

다. 주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

1) 농로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29건

가) 농로/수로관정비사업등 도로/교량사업⇒점촌마을농로정비공사외 9개

나) 소하천정비및지방상수도 사업⇒봉림소하천유지관리사업외 10개

다) 소류지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 ⇒ 매정소류지보수공사외 3개

라) 용수개발공사 ⇒ 입암지구농업용수개발공사 외 3개

마) 기타 생활편익사업⇒ 마을쉼터조성공사 및 정자목정비 4개 사업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6동

가) 불량주택개량⇒ 4동/ 160,000천원

나) 지붕개량사업⇒ 4동/ 4,000천원

다) 빈집정비사업⇒ 8동/ 5,600천원

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1) 생명환경농업단지 위치 : 동해면 장기리 법동들

2) 생명환경농업단지 기반조성 : 농가수⇒ 18농가(작목반구성), 면적⇒ 7.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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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생명환경농업벼수확량 : 수매⇒ 21,875kg, 자가사용⇒ 9,560kg

마. 농업의 선진화로 농가소득 증대

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783농가, 480.7ha/ 329,027천원

2) 조건불리직불제 149농가,41ha/ 16,457천원

3) 고품질 벼 보급종 공급⇒ 동진1호외 6종/10,880kg

4) 벼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 412농가/ 29,956천원

5)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1개소/ 7,485천원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7명/47,258천원

7) 푸른들 가꾸기사업 자운영 파종 ⇒ 135농가/ 125ha

바. 축산기반 조성으로 안정된 생산

1) 주요 가축사육 현황

- 한 우⇒ 360농가/ 1,994두) 돼 지⇒ 4농가/ 2,985두염 소⇒ 111농가/446두

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사료작물 종자 공급⇒ 추파용(목초, 답리작) 3종 47농가, 17.8ha,

2,040kg 봄(청예)용 사료작물 4종, 23농가, 6.95ha, 500kg

3)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8개단/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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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업명
위치

사업내역 금액(원)
비
고리 마을

작은막개세천정비공사 내산 내신 전석쌓기 L=105.0m A=212.3㎡ 20,000,000

점촌마을농로포장공사 장좌 상장 콘크리트포장 L=205.0m A=615㎡ 13,080,000

하장외1지구
버스회차장포장공사

장좌 하장
콘크리트포장 A=1936.8㎡
파형강관매설 (D500) 12m

29,968,000

검포소하천정비공사 양촌 검포
전석쌓기 L=53.0m A=86.0㎡
전석깔기 L=11.0m A=33.0㎡

19,966,000

남촌마을농로정비공사 내곡 남촌 콘크리트포장 L=255m B=2.2m 24,078,000

큰가룡용배수로정비공사 용정 가룡 콘크리트포장 L=205.0m A=615㎡ 19,026,600

장기용수로정비공사 장기 장기 수로관부설 500c, L=280m 15,682,000

입암선착장입구포장 봉암 입암 콘크리트포장 T=15cm A=906.5㎡ 16,478,000

봉림소하천유지관리사업 봉암 동림 전석쌓기 L=104.0m A=237.9㎡ 20,400,000

돈막세천정비공사 외산 대천
전석깔기 L=51.0m A=91.8㎡
수로관부설 1200B 96M

21,500,000

좌부천세천정비공사 외산 좌부천
전석쌓기 L=61.0m A=109.4㎡
스라브설치 1개소

15,000,000

매정소류지누수보수공사 용정 매정 제당그라우팅 L=106m 15공 22,600,000

매정소류지준설공사 용정 매정 소류지준설 V=3691.2㎥ 24,500,000

법동마을정자목정비사업 양촌 법동 쉼터조성 1식 10,000,000

감정골쉼터조성공사 외곡 정북 건축공사 61.11㎡, 50,000,000

정북지구용배수로
정비공사

외곡 정북 수로관부설 900B, L=160m 28,037,000

해맞이공원정비공사 내산 내신 파고라 등 4종 44,900,000

용정천정비공사 용정 매정
노면정리 L=1,400m
석축쌓기 L=32m,A=256㎡

26,398,500

대천마을농로개설공사 외산 대천 콘크리트포장 L=478m A=1,434㎡ 56,652,700

검포마을소교량설
치공사

양촌 검포
콘크리트포장 A=147.4㎡
전석쌓기 A=53.9㎡

22,235,000

좌부천소하천정비공사 외산 좌부천
전석쌓기 L=75m A=171㎡
전석깔기 L=12m A=24㎡

21,066,000

법동소류지준설 양촌 법동 소류지준설 V=6,330㎥ 43,992,980

가룡소류지준설 용정 가룡 소류지준설 V=3,117㎥ 35,102,000

입암지구농업용수개발 봉암 입암 암반광정 1공 L=100m 31,840,000

덕곡지구농업용수개발 양촌 덕곡 암반광정 1공 L=100m 31,360,000

작성자 : 부 면 장 김 재 열

확인자 : 동해면장 김 호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