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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하 이 면

1. 연 혁

가. 통일신라시대 고자군(古自郡)에 예속되고 고려, 조선초기에

는 이운면(二運面)으로 호칭되었으며, 조선 고종 32년(1895

년)에 하이운면(下二運面)으로 개칭

나. 1913년 행정구역 조정시 사곡리(沙谷里) 135번지에 면사무

소 설치, 하이면(下二面)으로 개칭

다. 1958년 덕호리 541-4번지로 면사무소 이전하여 현재에 이름

2. 일반현황

가. 면 적

총면적 농경지 임 야
대지 및

공장용지

공공

용지
기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리율

37.82 7.36 25.32㎢ 1.59㎢ 2.58㎢ 0.97㎢ 1.2ha 75% 75.1%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세대) 인 구(명) 인구

밀도

가구당

인구(명)계 농 가 어 가 기 타 계 남 여

1,294 612 64 618 3,093 1,557 1,536 8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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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수

행 정 구 역 공 무 원

리
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법정 행정

8 19 27 35 11 1 4 2 1 1 2

라. 주요시설

1) 관 공 서 : 4개소(면사무소, 지구대, 우체국, 면대)

2) 학 교 : 1개교(초등학교 1)

3) 종 교 시 설 : 10개소

4) 의 료 시 설 : 4개소(병․의원 1,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2)

5) 도로포장율 : 45%(전체 37㎞)

6) 상수도시설 : 100%

7)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 : 324만kw/년(1～6호기)

8)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 43,738㎡(연건평 6,107.03㎡), 400명

/1일 수용가능

9) 고성공룡박물관 : 10,040㎡(연건평 3,441.7㎡), 1,500명/1일 수용가능

3.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면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

1) 창의적이고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면정 실현

가) 면민의사 반영기구 운영 : 면개발위원회(4회), 발전위원회(4회)

나) 민생문제 숙원사업 우선 해결 : 월흥천정비공사 외 24건

2) 주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 구현

3) 면민 화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

가) 문화ㆍ체육행사및선진지견학 : 면민체육대회, 경로행사, 산사음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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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학사업 확대지원으로 주민학비 부담 경감 : 56명 65,500천원

4)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실 운영

가) 창구 즉결민원 신속처리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

나) 업무대행체제 확립으로 민원1회 방문 지급 처리

나.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구현

1)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자활 기초생활 보장

가) 생계지원 : 203명 430백만원

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 24명 11백만원

다) 모자․부자 아동 양육비 지원 : 5명 1백만원

라)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9명 9백만원

2) 노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 영위

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

○ 경로당 신축 사업 : 2동(와룡, 바군지) 140백만원

○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설치사업 : 2개소(부평, 정곡) 2백만원

나) 보람있는 노후생활 안정적 보장

○ 기초노령연금 : 579명 420백만원

○ 노인교통수당 지원 : 213명 32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19개소 35백만원

○ 삼천포화력본부 경로당 지원 : 19개소 3백만원

3) 어렵고 외로운 가정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가) 저소득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2세대 2백만원

○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2세대 4백만원

나) 저소득 독거노인․와병노인 이발봉사 : 월1회 15명(연180명)

다) 목욕탕 및 점심 제공 : 주1회 30～40명(연360～400명)

라) 긴급지원․사회복지관련기관 지원 : 3세대 2백만원

마) 저소득 세대결연및 지원 추천 : 적십자사 60세대, 발전소 50세대

다.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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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건의사업

가) 하천정비 : 월흥천정비공사 등 7개소, 220백만원

나) 도로포장 : 부평~신촌지구농로포장공사 등 3개소, 78백만원

다) 농업용수개발 : 봉화골농업용암반관정개발공사 등 2개소, 60백만원

라) 소류지정비 : 정곡소류지보수공사 등 4개소, 130백만원

마) 창고및저온저장고 설치 : 외원공동창고신축공사 등 2개소, 145백만원

바) 주민편의증대 : 하이면체육공원확충공사 등 7개소, 285백만원

사) 환경정비 : 상족암주변도로꽃길조성사업 등 2개소, 60백만원

아) 기 타 : 천진암주변석축정비공사, 30백만원

2)주민숙원사업

가) 하천정비 : 생명환경하천(사곡천)정비공사 22백만원

나) 도로포장 : 제전마을안길정비공사, 20백만원

다) 주민편의증대 : 제전마을회관앞마당포장공사 등 4개소, 66백만원

라) 면청사정비 : 하이면청사도장공사 등 2개소, 34백만원

마) 환경정비 : 군도4호선변 야생화식재공사, 18백만원

바) 기 타 : 정곡침수지정비공사 등 2개소, 30백만원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 하천정비 : 봉화골소하천정비공사 등 2개소, 61백만원

나) 도로포장 : 입암마을안길정비공사 등 5개소, 193백만원

다) 창고설치 및 정비 : 부평공동창고신축공사 등 2개소, 66백만원

라) 주민편의증대 : 하이면체육공원확중공사 등 6개소, 488백만원

마) 하수구정비 : 월흥하수구정비공사 등 2개소, 65백만원

바) 상수도시설 : 두수마을간이상수도물탱크설치공사 등 4개소,

271백만원

4) 주택 및 생활환경 주변정비 사업

가) 주택개량 : 주택개량 5동,

나) 주택정비 : 빈집정비 7동, 지붕개량 18동

라. 경쟁력 있는 농어촌 육성 및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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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품질 식량 증산

가)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 : 양촌마을(10호) 8.5ha 6백만원

나) 지력증진시범사업 : 39ha 13백만원

다) 육묘용 상토ㆍ매토 지원 : 421농가 71백만원

2)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

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 435호 358ha 256백만원

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51명 11백만원

3) 가축질병 방역 강화

가) 구제역 방제단 운영 : 4개 방제단(전마을)

나) 집단시설 특별관리 및 유기적 방역체계 구축 : 가야육종 외 7개소

4) 빈틈없는산불예방 추진 : 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및취약지특별관리

마. 2008 지방세수 확충

1) 2008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액(%)

총 계 3,370,158 3,301,671 68,487 97.9

도 세 515,053 495,328 19,725 96.2

군 세 2,855,105 2,806,343 48,762 98.3

2)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잔 액 징수율(%)

계 101,777 44,436 57,341 43.7

도 세 27,728 12,007 15,721 43.3

군 세 74,049 32,429 41,62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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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가. 주민건의사업

(단위:천원)

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1,008,000

월흥천
정비공사

월흥
전석붙임 L=82m, A=369㎡
전석깔기 L=15m, A=135㎡
기초보강 L=82m, H=0.8m

40,000

사곡소하천
정비공사

사곡
L형보 설치 L=10.0m
전석쌓기 L=30.0m, A=90.0㎡
전석깔기 L=30.0m, A=150.0㎡

20,000

봉현천기성제
정비공사

봉현 하천기성제정비 1식 20,000

봉현천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봉현 석축정비 250m 50,000

하이면체육공원
확충공사

덕호

인조잔디(T=55mm) A=5890.0㎡
게이트볼장(T=19mm) A=374.0㎡
콘크리트(25-21-08) 56.1㎥
보조기층(T=0.1~0.2m) 96.0㎥
쇄석포장(T=0.1~0.2m) 1767.0㎥

200,000

구)하이면보건지소
철거공사

덕호 철거 및 폐기물처리 1식 15,000

부평~신촌지구
농로포장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468m, A=1805㎡
자갈포설 L=281m, A=1138㎡
수로관부설(400C) L=175m

50,000

정곡소류지
보수공사

월흥 그라우팅 1식 30,000

정곡(하)소류지
준설공사

월흥 소류지준설 1식 20,000

월흥소하천
정비공사

월흥
전석쌓기 L=55m, H=1.5m
보강옹벽설치 L=40m, H=2.4m
수로관설치(1500B) L=52m

30,000

사곡소하천
석축정비공사

사곡
전석쌓기 A=78.0㎡
전석깔기 A=184.0㎡

10,000

상족암주변도로꽃길
조성사업

덕명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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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천진암주변석축
정비공사

와룡
전석쌓기 L=40m, A=105㎡
가드레일설치 3경간
콘크리트포장 L=208m, A=580㎡

30,000

외원공동창고
신축공사

봉원 창고신축 1식 40,000

두수지구생명환경농로
정비공사

덕호 농로 정비 L=635m 25,000

백시골소하천
정비공사

봉현 BOX설치(2.5*1.5) L=39.0m 50,000

양촌마을사각기와정자
설치사업

석지 사각기와정자 설치 1식 15,000

마을안길
정비사업

반사경설치 7EA 3,000

정곡소류지
준설공사

월흥 토사준설 V=4,501㎥ 30,000

사곡소류지
준설공사

사곡 토사준설 V=7,610㎥ 50,000

봉화골지구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공사

덕명
암반관정 1공
수중모터설치 1식

30,000

입암지구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공사

월흥
암반관정 1공
수중모터설치 1식

30,000

하이와룡마을저온저
장고설치공사

와룡 저온저장고 68㎡ 105,000

두수정자목
설치사업

덕호 정자목설치 1개소 5,000

월흥정자목
설치사업

월흥 정자목설치 1개소 10,000

부평,남산,와룡정자목
설치사업

정자목설치 3개소 20,000

향로봉등산로
정비사업

와룡 등산로정비 1식 20,000

공룡박물관주변꽃길
조성사업

월흥 초화류 식재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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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190,000

제전마을안길
정비공사

덕명

옹벽타설(H=1.5m) L=65m
옹벽타설(H=2.5m) L=11.7m
옹벽타설(H=1.5m) L=5m
콘크리트포장(B=1.0m) L=76m

20,000

제전마을회관앞마당
포장공사

덕명

콘크리트포장 L=44m, A=236㎡
조경석쌓기 L=15m, A=25.5㎡
조경석놓기 L=5m, A=2.5㎡
조경수식재 1식

15,000

양촌창고마당
포장공사

석지 콘크리트포장 L=91m, A=639㎡ 11,000

정곡침수지
정비공사

월흥
개거보수보강 L=14.0m, H=1.8m
슬라브확장 2개소
교량보강 L=12.5m, B=6.8m

15,000

두수주차장아스콘
포장공사

덕호 아스콘덧씌우기 A=42.98a 35,000

하이면청사
도장공사

덕호 면청사 도장 1식 15,000

면사무소
주차장조성및
조경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39.2m, A=98.15㎡
조경석쌓기(40*60*50) L=72.0m, H=0.6m
잔디블럭포장(1000*1000*160)
L=30.2m, A=193.0㎡
조경수식재 1식

19,000

생명환경하천(사곡천)
정비공사

사곡
자갈포설(T=20㎝) L=600m, A=3000㎡
제초 및 풀깍기 A=1200㎡

22,000

월흥마을우수관로
설치공사

월흥
송수관매설(￠50) L=166.0m
우수관매설(￠500) L=35.0m

15,000

애향동산 파고라
정비사업

파고라 설치 1식 5,000

공룡박물관 군도4호선변
야생화식재공사

월흥 원추리 10,320본 식재 18,000

나.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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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민숙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계 1,144,000

두수마을간이상수도
물탱크설치공사

덕호
물탱크설치(85톤) 1기
관로매설(￠50) L=50m
관로매설(￠75) L=150m

44,000

하이면체육공원
확충공사

덕호 인조잔디 A=5,225㎡ 286,000

월흥하수구
정비공사

월흥

BOX설치(700*650) L=87m
가드레일설치(표준레일) L=114m
측구수로관(500C) L=3m
이중벽하수관(￠400) L=22m
콘크리트포장(B=1.0m) L=22m

29,000

덕명마을주차장
조성공사

덕명

콘크리트포장 A=1120.0㎡
수로관부설(300C) L=76m
이중벽관부설(￠500) L=15m
전석쌓기 L=80m, H=1.1m

53,000

사곡농로
포장공사

사곡 포장 L= 300m, B=3.0m 44,000

봉현안길
정비공사

봉현

콘크리트포장 L=310m, A=403.8㎡
아스콘덧씌우기 L=100m, A=300㎡
이중벽하수관(￠400) L=130m
이중벽하수관(￠300) L=30m

32,000

봉화골소하천
정비공사

덕명 하천정비 L=80m 29,000

봉현하수구
정비공사

봉현
이중벽하수관부설(￠500) L=235m
이중벽하수관부설(￠200) L=128m
콘크리트포장 L=372m, A=564.8㎡

36,000

군호마을주차장
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A=530.0㎡
전석쌓기 A=56.9㎡

25,000

월흥마을간이상수도
물탱크설치공사

월흥
물탱크설치(54톤) 1기
관로매설(￠50) L=30m

33,000

제전소하천정비공사 덕명
BOX설치(2.5*1.8) L=18m
메쉬휀스설치(H=1.2m) 5경간
콘크리트포장(B=1.0m) L=24m

32,000

입암마을안길
정비공사

월흥 L형옹벽설치 L=70.0m, H=1.5m 27,000

부평공동창고
신축공사

덕호 곡물건조장 1동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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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양촌회관마당
포장공사

석지

콘크리트포장 A=494.0㎡
옹벽설치 H=3.0m, L= 14.0m
옹벽설치 H=1.0m, L=15.5m
U형개거 L=15.0m

40,000

와룡경로당
증축공사

와룡 창고증축 1식 33,000

하이면체육공원
울타리휀스설치공사

덕호

메쉬휀스설치(창살형휀스유용) L=302m
메쉬휀스설치(신설) L=46m
메쉬휀스설치(메쉬휀스유용) L=30m
메쉬휀스출입문설치 2개소

51,000

외원창고마당
포장공사

봉원
전석쌓기 L=37.3m, A=74.6㎡
콘크리트포장 L=109.5m, A=785.5㎡
면벽 L=22.0m 가드레일 L=56.0m

24,000

군호마을농로
정비공사

덕호
슬라브설치(1.0*4.0*0.3) 1EA
전석쌓기 A=26.5㎡
콘크리트포장 A=1348.5㎡

38,000

신덕마을광역
상수도급수공사

덕호

관로매설(￠50mm이하) L=548.0m
계량기설치 45개소
콘크리트포장 A=252.0㎡
가정급수관인입공사

143,000

정곡마을농로
정비공사

월흥

수로관부설(500C) L=105m
수로관부설(1500B) L=75m
파형강관부설(￠600) L=6m
집수정설치(1000*1000) 1EA
슬라브확장(4.0*5.5*0.3) 1EA
콘크리트포장 L=190m, A=570㎡

52,000

군호마을상수관로
정비공사

덕호

아스콘덧씌우기(#78) L=487m,A=1809.7㎡
콘크리트포장 L=899m, A=585.2㎡
PE상수도관부설(￠75) L=54m
PE상수도관부설(￠50) L=1015m
PE상수도관부설(￠30) L=100m
PE상수도관부설(￠16) L=126m

51,000

작성자 : 부면장 정 강 호

확인자 : 면 장 강 호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