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89 -

제 14 절 거 류 면

1. 연 혁

가. 소가야 때 진여부곡이라 칭하였음

나. 고려 현종9년(1018년)에 광일면과 광남면으로 나뉘어져 12개리를 관할

다. 1914년 광일면과 광남면을 합쳐 거류면이라 칭하고 8개리를 관할

라. 1973년 동해면 감서리가 편입되어 9개리로 현재에 이름

2. 일반현황

가. 면적

총면적 농경지 임 야 기 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리율

36.6㎢ 13.5 17.8 5.3 1.2㏊ 62% 75%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2,461 1,679 221 561 5,420 2,842 2,578 148 2.2

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 수

행정구역 공무원

리 자연
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직법정 행정

9 22 49 63 13 1 4 2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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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시설

1) 관 공 서 : 3개소(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2) 학 교 : 4개교(초등3, 중등1)

3) 기 업 체 : 9개업체

4) 도 로 포 장 율 : 90%

5) 간이급수시설 : 22개소

6) 의 료 시 설 : 3개소

7) 상수도시설 : 75%

3.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가. 도로변 및 주변 환경 정비

1) 사후관리 담당구역지정 현황

가) 가로수 및 꽃길 : 6㎞/5개소, 5개 단체

나) 소공원 : 2개소, 2개 단체(마을)

다) 하천 : 8.3㎞/5개소, 5개 마을

라) 유채밭 조성 : 1개소(4.5ha) 10,000천원

2) 국도․지방도변 꽃길 조성 및 수목 식재

3) 도로변 관리 및 정비 : 20㎞, 연인원 300명

4) 도로변 소공원 관리 : 용동마을 앞 1개소 외 5개소

5) 도로변 주거환경정비 : 빈집정비 7동, 지붕개량 23동, 노후주택개량 9동

6) 푸른들판(자운영) 가꾸기 사업 추진 : 278ha

나.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활기반 조성

1) 기초생활보장(생계/교육급여) : 162세대 460,746천원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지원 : 26명 13,292천원

3)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보호비지원 : 8명 8,160천원

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 : 4명 850천원

5) 장애인 장애수당지급 : 118명 110,1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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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1)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 2개소 40,000천원

2)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 2개소 2,000천원

3) 기초노령연금 지원 : 823명 624,655천원

4) 노인가장세대 월동장구 지원 : 70명 4,200천원

5) 경로당 운영비 지원 : 22개소 40,480천원

6) 노인교통수당 지원 : 654명 67,150천원

7) 장수수당 지원 : 56명 19,530천원

라. 농촌생활안정을 위한 농가소득 보장

1)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 : 794농가 800ha 574,015천원

2) 육묘상자용 상토 및 메트 지원 : 750농가 785ha 21,425천원

3)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42명 36,289천원

마. 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

1) 추진현황

(단위 : ha)

사 업 명
사업대상지

면적 필지수 농가수 비 고
리 마을명

계 2개마을 22.1 100 37

생명환경
농업단지

송산 송정 10.9 43 12

감서 봉림 11.2 57 25

2) 생명환경농업 단계별 추진실적

가) 2008. 5. 30 첫 모내기 실시

나) 2008. 6. 12 우렁이 및 미꾸라지 살포

다) 영양주기에 의한 영양제 처리(6.1~7.15)

라) 2008. 10. 15~30 벼수확 (동진 30,822kg, 풍미1호 24,758kg, 남평 15,40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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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리)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비고
(%)

개소 239,769

월치2소하천정비 은월리 월치 석축 L=65.0m 11,290

월치마을안길정비 은월리 월치 아스콘포장 A=9.63a 8,122

용산용배수로정비 용산리 용산 U형개거 L=105.6m 38,330

송정농업기반시설정비 송산리 송정 수로관 L=317.0m 17,216

감동농업기반시설정비 감서리 감동 포장 L=195.0m 11,532

용동소하천정비 신용리 용동 석축 L=117.0m 21,390

상원농업기반시설정비 신용리 상원 포장 L=200.0m 27,439

용산마을회관개보수 용산리 용산 개보수공사 1식 11,670

구현2소하천정비 송산리 구현 수로관 L=80.0m 27,731

화당마을안길정비 화당리 화당 포장 L=98.0m 19,575

정촌마을진입로정비 은월리 정촌 포장 L=220.5m 36,439

가동소하천정비 가려리 가동 석축 L=73.0m 21,900

신은지구농업용수개발 은월리 신은 관정개발 1개소 28,800

거산소류지누수보수 거산리 거산 그라우팅 L=106.0m 18,600

거산지구농로포장 거산리 거산 포장 L=392.0m 33,800

당동소하천외1개소정비
당동리 당동
은월리 정촌

하상정리 L=1,290.0m 17,500

장대마을하수도정비 가려리 장대 하수관로 L=220.0m 27,500

상원마을농로정비 신용리 상원 포장 L=180.0m 25,180

바. 지역균형 개발로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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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취사시설설치 신용리 용동 취사시설설치 1식 23,000

도산촌2소하천정비 송산리 도산촌 석축 L=202.0m 60,520

도산촌양수장및관로설치 송산리 도산촌 양수장설치 1개소 44,376

거산소류지정비 거산리 거산 그라우팅 L=184.0m 51,736

거산소하천정비 거산리 거산 석축 L=134.0m 39,432

덕촌세천정비 가려리 덕촌 포장 L=72.0m 27,087

거산마을농로정비 거산리 거산 포장 L=300.0m 29,400

벽방사진입도로정비 은월리 월치 포장 L=513.0m 50,000

하원1소류지준설 신용리 하원 석축 L=56.0m 26,099

오장동진입로정비 화당리 화당 포장 L=435.0m 30,156

송정지구농업용수개발 송산리 송정 관정개발 1개소 26,940

당동소류지준설 당동리 당동 준설 V=3,800㎥ 43,789

구현소류지준설 송산리 구현 준설 V=2,782㎥ 26,566

용산1지구관정개발 용산리 용산 관정개발 1개소 29,990

용산2지구관정개발 용산리 용산 관정개발 1개소 24,550

감동마을위험지구정비 감서리 감동 포장 L=86.0m 17,720

화당마을우수관로정비 화당리 화당 우수관로 L=132.0m 22,844

상원~하원마을도로정비 신용리 상,하원 포장 L=461.0m 51,900

하원2소류지준설 신용리 하원 준설 V=3,370㎥ 26,663

신은지구관정개발 은월리 신은 관정개발 1개소 25,401

당동마을농로개설 당동리 당동 포장 L=278.0m 56,801

신당마을안길포장 당동리 신당 아스콘포장 A=8.1a 7,900

용동세천정비 신용리 용산 석축 L=70.0m 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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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비율(%) 비고

계 1,878,000 4,091,518 4,025,396 97.3

도세 1,476,000 3,171,289 3,147,285 99.2

군세 402,000 920,229 878,111 95.4

작성자 : 부 면 장 양 임 식

확인자 : 거류면장 조 규 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