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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상 리 면

1. 연 혁

가. 상리면(上里面)은 소가야(小伽倻)때 보령향(保寧鄕)의 일부

나. 고려현종(顯宗) 9년(서기1018)에 고성현(固城懸)으로

개칭되면서 상리면(上里面)이라 칭함

다. 상리면(上里面)은 가슬(歌瑟), 척정(尺亭), 오산(烏山),

가동(柯洞), 봉곡(鳳谷), 고곡(古谷), 비고곡(非古谷),

조동(曹洞), 동산(東山), 선동(仙洞), 무이(武夷), 망림(望林),

구미(九尾), 자은(自隱), 부포(夫浦)의 15개 동․리 관할

라. 서기 1914. 3. 10. 경상남도령 제2호로 고성군의 면(面)을

병합할 때부터 상리면(上里面)이라 하고 동․리만 개편,

가슬(歌瑟), 오산(烏山), 고봉(古鳳), 조동(曹洞), 동산(東山),

무선(武仙), 망림(望林), 자은(自隱), 부포(夫浦) 9개리 관할

마. 서기 1984. 8. 22. 고성군조례 제1858호로 고봉(古鳳),

신촌(新村), 오산(烏山), 척번정(滌煩亭), 동산(東山),

망림(望林), 무선(武仙), 자은(自隱), 부포(夫浦) 9개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조직 및 직제

가.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인구밀

도
가구당
인 구

계 농가 기타 계 남 여

941 498 443 1,972 962 1,010 4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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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 적

총면적 농경지 임 야 기 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리율

비 고

45.98㎢ 7.23㎢ 35.21㎢ 3.54㎢ 1.3㏊ 85% 86%

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 수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리
자연
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법정 행정

9 17 51 28 10 1 3 1 2 2 1

라. 주요시설

1) 관공서 : 4개소

2) 학 교 : 2개교(초1, 중1)

3) 기업체 : 7개업체 (종업원수 73명)

4) 종교시설 : 12개소

5) 의료시설 : 1개소(보건지소)

6) 상수도시설 : 간이상수도 24개소

7) 금융기관,: 농협1개소, 우체국1개소

8) 군부대 : 육군 제8358부대 117연대 2대대(부포리소재)

9) 장례문화시설 : 공설화장장 1개소, 납골당1개소, 공원묘원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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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제23회 기획공연 대한민국 민속음악 대축제 개최지원

○ 기 간 : 2008. 6. 15(일) 14:00～18:00

○ 행사내용 : 고성의 보리타작 소리, 고성농요(초등학생발표),

삼삼기노래, 정선아리랑, 물레노래(시집살이 고

달픔), 밀양백중놀이, 모심기(경상북도), 남도들

노래(전남진도), 고성 토속상여 소리 등

○ 관 람 객 : 1,000여명 참석

나.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8. 4월 ~ 2008. 9월

○ 사 업 비 : 22,000천원(군비보조금 20,000천원, 기타 2,000천원)

○ 사업장소 : 상리면 무선리 산46-2번지 외 2필지(선동 저수지 제방)

○ 사업내용 : 마을쉼터 조성(벤치, 파고라 등 설치), 주변 경관

조성(조경수 식재)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및 정자 설치, 유채 및 메밀 파종 등

다. 소공원 및 꽃길 조성사업 추진

○ 연꽃공원 꽃길관리 사업추진 --------- 1개소/2,847천원

○ 자연발생유원지 사후관리 사업추진 ---- 3개소/5,683천원

라. 어려운 계층의 생활보호

○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 지원 ------ 916명/204,705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48명/3,980천원

○ 장애수당 지원 -------------------- 434명/33,2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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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 -------------- 4,546명/346,536천원

○ 노인교통수당 지원 --------------- 1184명/35,044천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80개소/16,800천원

○ 경로 위안잔치 실시 ---- 1회 300명(주최:관내단체, 둥지회)

○ 경로당 개보수 -- 5동(오산, 신촌, 팔송, 고봉, 구미1)/37,000천원

○ 장수수당 ------------------------ 501명/15,030천원

바.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 하천유지관리사업 ---------------- 4개소/105,525천원

사. 거주 및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 주택개량 및 정비사업 -------------- 19동/56,800천원

○ 하수도 정비사업 ------------------ 2개소/27,070천원

○ 배수로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 6개소/164,667천원

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농로 확․포장 사업 --------------- 4개소/87,567천원

○ 농업기반정비사업 ---------------- 7개소/195,000천원

자. 푸른 상리 가꾸기 사업

○ 자연발생유원지 사후관리 ------------ 3개소/7,683천원

○ 연꽃공원 사후관리 ---------------- 1개소/10,000천원

○ 마을휴게쉼터 조성(정자목) -------- 2개소 / 20,000천원

차. 고품질 쌀 생산 추진 및 영농기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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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 2개 단지 12.5ha/11,157천원

○ 벼 못자리 상토 지원 ----- 17개 마을 6810ℓ/12,983천원

○ 벼 못자리 매트 지원 --- 17개 마을 113,143매/24,890천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 404농가 371ha/263,796천원

○ 지력증진사업 보조금 지원 ------ 10농가 85ha/23,566천원

○ 농업인 자녀 학비 보조금 지원 --------- 19명/16,805천원

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 작목반운영 활성화 --- 4개반(인삼, 고추, 한우, 보리수) 년6회 회의 개최

○ 고추묘종 생산 ------ 17농가 2.1ha 2,000천주/200,000천원

○ 인삼생산판매 --------- 7농가 13.9ha 2,500㎏/250,000천원

○ 고품질 한우생산 ------『 공룡한우작목반』운영 (40농가)

타. 한우사육 기반구축 및 구제역 방역

1)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사료비 절감

○ 목초,사료작물 종자공급 ----------- 101농가 /14,390kg

○ 볏짚암모니아 처리 ------------------- 47기/11,679천원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소독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 구제역 방제단 운영 ---- 4개단 년 20회 소독실시/16,038천원

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 징수율(B/A) 비 고

건 수 7,271 7,084 187 97.42%

금 액 985,178 964,864 20,314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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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실적

(단위:천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계 34 753,637

면장실
확장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가설공사: 7.92㎡
창호공사: 2개소
조적공사: 7.92㎡

9,400 ㈜천광

면사무소청사정비
및 창호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창호공사: 8EA
벽체공사: A=15.2㎡
조적공사: A=19.4㎡

20,000 ㈜천광

부포세천
정비사업

부포리
부포마을

전석공 L=176m, H=1.7m 23,900 ㈜철기건설

조동진입로
포장공사

척번정리
조동마을

포장공 L=164m B=2.5m
전석공 L=85m H=1.8m
구조물공(2*1.5) L=4m

26,600 ㈜조광지질

척정마을
정비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배수공 L=44m,
집수정 3개소, 문비 1개소
포장공 L=44m B=3.2m
다이크 L=80m H=0.6m

18,700 ㈜도림건설

내부포마을
간이상수
개보수공사

부포리
내부포마을

관로매설 L=188m(￠16-30)
계량기 16개소
포장 A=74㎡

11,070 ㈜조광지질

늘앗골진입로
포장공사

동산리
동산마을

포장공 L=223m B=3.0m
깃대설치공 2개소(6개)

18,830 ㈜공룡건설

동산진입로
확장공사

동산리
동산마을

전석공 L=58m H=1.5~ 5.0m
기초보강 L=58m H=1.0m

19,680 ㈜신우개발

척정마을
배수로정비사업

척번정리
척정마을

배수공 L=70m(￠800)
포장공 L=39m B=2.5m
집수정 3개소

18,900 (주)대가토건

척정진입로
포장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아스콘포장 L=27m A=986㎡ 9,900 ㈜세종

터골마을
상수도긴급
보수공사

오산리
터골마을

관로매설 L=260m(￠30-50)
SMC물탱크 1개소
수중모터교체 1식

17,000 ㈜페트라건설

구미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망림리
구미마을

포장공 L=36m A=94㎡
배수공 L=100m (500c)
배수공 L=282m(400~800B)
파형관 L=34m (￠150~600)

37,567 ㈜도림건설

내부포
배수로유지
보수공사

부포리
내부포마을

하상정리 L=440m A=4,360㎡
전석붙임 L=35m H=3.1m

30,000 ㈜철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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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망림소류지
보수공사

망림리
망림마을

그라우팅 L=60m (15공)
준설공 V=730㎥
벌목 A=900㎡

20,000 (주)백산개발

비곡지구암반관정
개발사업

고봉리
비곡마을

암반관정 1공
수중모터1식
관로매설 L=200m(￠50)

35,000 (주)백산개발

재앙골소류지
준설공사

망림리
망림마을

준설공 V=2,775㎥ 27,650 (주)도림건설

광산소류지
준설공사

부포리
부포마을

준설공 V=2,425㎥
권양기교체 1식

26,180 (주)에스알건설

재앙골마을안길
포장공사

망림리
망림마을

포장공 L=275m A=820㎡ 18,603 (주)고려건설

장재터위험도로
포장공사

고봉리
고봉마을

포장공 L=314m B=3.0m~5.0m
전석공 L=27.5m H=2.4m
배수공 L=164m (400c)
배수공 L=12m(￠400)
집수정 600*600 1개소
가드레일 L=28m

40,000 (주)혜성건설

오산마을
용배수로정비공사

오산리
오산마을

배수공 L=328m(800B)
배수공 L=32m(1000C)
물탱크이설

40,000 ㈜조광지질

평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척번정리
평촌마을

포장공 L=113m A=429㎡
배수공 L=53m (400~500C)
배수공 L=18m(￠400)

24,000 ㈜광운토건

비곡세천
정비공사

고봉리
비곡마을

전석공 L=95m, H=3.0m
배수공 L=60m(900B)

25,525 ㈜신우개발

신촌세천
정비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전석공 L=70m H=1.5m
배수공 L=70m (1000A)
배수공 L=18m (300c)
파형강관 L=12m(￠1000)

20,432 ㈜신우개발

상동천기성제
정비공사

오산리
중촌마을

기성제정비 L=375m
터파기 V=3,108㎥
흙쌓기 V=1,976㎥

20,000 (주)도림건설

국개소하천
정비공사

부포리
내부포마을

전석붙임 L=89m H=3.2m
배수공 L=80m (200~600mm)

30,000 ㈜철기건설

동산소하천
정비공사

동산리
동산마을

포장공 L=138m B=3.0m
전석공 L=70m H=1.8m
배수공 L=86m (600c)
구조물공 L=18m H=1.0m

30,000 (주)금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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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장재터절개지
보강공사

고봉리
고봉마을

전석공 L=45m H=2.5m
전석공 L=22m H=1.5m

15,000 ㈜백강건설

구미세천
정비공사

망림리
구미마을

전석공 L=102m H=1.9m
배수공 (600C) L=40m
배수공(￠150~400) L=16m

22,696 (주)태산건설

오산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오산리
오산마을

포장공 L=67m A=207㎡
배수공 (800B) L=38m

9,831 ㈜혜성건설

구미진입도로
정비공사

망림리
구미마을

포장공 L=144m A=495.4㎡
포장공 L=170m B=3.0m
배수공 (￠200) L=17m
집수정 1개소 (600c)

37,210 ㈜혜성건설

자은마을
주변환경정비사업

자은리
자은마을

석축공 L=30m A=62.4㎡
배수공(500C) L=10m
흄관 (500) L=5m ,문비 1개소
포장공 L=130m B=3.0m

25,200 ㈜장원토건

내부포마을
제방보강공사

부포리
내부포마을

L형측구설치 L=70m H=0.6m
수로관설치(600c) L=26m
파형강관(￠600) L=6.0m
하상정비 L=600m V=2,790㎥

13,000 ㈜혜성건설

고인돌공원
체육시설설치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하늘걷기 외 4조
등의자도색 8조

9,400 ㈜다인개발

면청사주변
정비공사

척번정리
척정마을

전석공 A=14.5㎡
포장절단 L=25m

2,363 ㈜대가토건

작성자 : 부 면 장 이 무 열

확인자 : 상리면장 정 재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