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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읍ㆍ면  행 정

제 1 절  고 성 읍

1. 연 혁

가. 삼한시대(B․C 108년경) - 변한시대의 촌락

나. 가야시대(42 ~ 513년경) - 소가야국의 수도

다. 고려시대(현종9년 1018년) - 고성현 서읍내면․동읍내면

라. 조선시대

1) 1914년 - 양면 병합 철성면으로 개칭

2) 1918년 - 고성면으로 개칭

3) 1938년 10월 1일 - 고성읍으로 개칭

2. 일반현황

가. 면 적(군 전체의 8.5%)

총면적 농경지 임 야 기 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 리 율

44.08㎢ 17.15㎢ 20.18㎢ 6.75㎢ 0.86ha 98% 98%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인 구

밀 도

가구당

인 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0,122 2,488 287 7,347 25,051 12,549 12,502 568.3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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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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

법정 행정
17 40 92 155 24 1 5 8 4 4 2

라. 주요시설

1) 관 공 서 : 19개소

2) 학 교 : 10개교(초 4, 중 3, 고 3) ⇒ 3,909명

3) 기 업 체 : 42개 업체(종업원수 1,356명)

4) 종교시설 : 45개소(불교 18, 기독교 19, 기타 8)

5) 의료시설 : 62개소(병원4, 의원20, 치과8, 한의원 12, 약국 18)

6) 도로포장율 : 국도15.7㎞(포장율100%), 지방도7.9㎞(95%), 군도17.2㎞(38%)

7) 급수시설

가) 광역상수도 : 8,769호(95.8%)

나) 간이상수도 : 385호(4.2%)

3.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1) 고성읍 인구증가 현황

구분
인구증감 현황 인구증가 내역

2008년말 2009년말 증․감 계 전입 출생 재등록

인구수 23,690 25,051 1,361 4,229 3,896 265 68

2) 추진실적

가)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지원 : 360명, 196,500천원

나) 기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 및 임․직원 주소이전 독려 : 1회, 30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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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 미전입자 현황 파악 및 주소이전 추진 : 2회

라) 찾아가는 야간 전입신고 실시

- 기간 : 2009. 11월 ~ 12월(매주 수요일 19:30~22:00)

- 장소 : 신규 분양아파트(DS아이존빌 외 2개아파트)

마) 사회단체별 회원 1인 1세대 전입 추진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1개 단체

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고성읍 가꾸기

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1개마을 20,000천원(구암마을)

2) 마을 휴게쉼터 조성 : 13개소 192,821천원

3) 마을주변 꽃동산 조성 : 1개소(남포매립지-코스모스 파종)

4) 도로변 꽃길 조성 : 5건 47,640천원(영산홍, 피라칸샤시 16,000주)

5) 시가지 도로정비 : 2건 99,495천원

6) 시가지 도로변 가로화분 설치 : 68개(2호광장-서외오거리)

7) 마을경로당 개ㆍ보수 : 13개소 274,000천원

8)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 9건 294,397천원

9) 마을주변 운동기구 설치 : 5개소 75,211천원

10) 재해 위험지 정비 : 2개소 59,903천원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운영

가) 풍물 외 10개 강좌 연간 300여명 수강생 배출

나) 걸어서갯벌가자, 입춘첩나누기 등 시책프로그램 추진

2) 복지사업 등 주민자치실현 역량강화

가) ‘늘푸른 가게’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과 복지기금 마련

나) ‘김치야 반갑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 사업 실시

다) ‘깨끗한 고성읍가꾸기 캠페인’, ‘송학천 살리기’ 운동으로 지역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확산

3)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가) 타이마사지봉사대, 하모하모어머니봉사대 금연캠페인, 기타반 문화공연 등 문화

강좌 동아리반 운영으로 배움의 나눔 실천

나) 고성읍 기관단체 복지네트워크의 연계로 시가지 캠페인 등 봉사활동 실시

4) 2009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센터활성화분야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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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명환경농업 현황

1) 생명환경농업 단지 현황

단지수 면적 농가수 비고

6개 단지 80.5ha 124명 독실,이당,우산,상촌,율대,월평단지

2) 생산량 및 수매현황

가) 생 산 량 : 13,200포(40kg/포)

나) 수매현황 : 660,000천원

마.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 사업의 개요

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실천하여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 및 휴식공간 제공

2)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계 1개소 20,000

우물정비 및

휴게 쉼터 조성

고성읍 수남리

100-1번지
20,000

- 공동우물정비 1식

(우물뚜껑설치 및 수로관 정비)

- 주변휴게 쉼터조성 1식(정자 및 휀스설치)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가. 총 괄

구 분 건수 사업비(천원) 완료율 비고

계 64 2,281,721 100

농업기반정비 29 1,444,131 100

마을환경정비 14 444,923 100

주민편의시설 21 392,6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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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내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진도
(%)

사동 세천 정비공사 석축공 L = 188M, H=1.3~2.3M 72,800 100

무학마을 농로 포장공사 포장 L=388m, A=1331.3M2 37,303 100

수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호안식생블럭설치 L=124.0m 47,447 100

월평 소류지 준설공사 준설 V=12,797㎥, 퇴수로설치(1.0*1.0) 65m 100,000 100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 석축공 L = 167M, H=2.0~2.2M 52,367 100

무량 농로 포장공사
포장 L=416m, A=1,248.3M2

슬라브 5*5 1EA
50,604 100

거운 소하천 정비사업
전석 : L=195.5m, A=509.6M2,

포장:L=96m, A=288M2
49,997 100

면전지구 농업기반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A=1,074M2 수로관부설

L=66m(900B)
29,886 100

정동 수해위험지구

배수 개선사업

수로관 L=90M(900B), L=75M(600C),

L=146M(800B), 형관L=26M(1000mm)

콘크리트포장:A=32M2

29,529 100

선동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

배수공:L=170m(800B) 포장공:L=320m,

A=1,032M2
37,459 100

외우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설:L=150m(D900B) L=580m(D600C) 56,684 100

외우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수로관부설:L=786m(700A) 47,657 100

내무량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부설 L=720m(600C) L=28m(1500B) 47,586 100

내무량 소하천 정비공사 수로박스 (1.2*0.9) L=90m 43,326 100

독실마을 안길 정비공사

포장공:A=120㎡ 파형관(D600) L=133m,

L형측구(0.8*1.3) L=133mj형측구(1.6*1.1)

L=27m

35,6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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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진
도
(%)

상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A=68.67 a 59,818 100

율대지구 농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549m,A=177.0M2 35,099 100

땅골 소하천 정비공사 수로관부설 L=220m (1000*800) 21,156 100

선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609.6m,A=1315.3M2 28,900 100

홍류마을 농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469m,A=1407M2 30,263 100

구암마을 위험지 제거공사 L형옹벽(H=3.5~4.0m):L=19.5m 30,374 100

양덕마을 목재난간 설치공사 목재난간(H0.8*L1.2):39경간(L=46m) 9,847 100

장계마을 관정개발공사 관정(L=100) 1공설치, 물탱크설치(23톤) 1식 56,819 100

구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수로관(400C) L=50m, (D400~600) :33m

콘크리트포장 L=97m,A=365.6㎡
28,800 100

서외2마을 운동기구 설치 마라톤운동기구 외 3종 13,989 100

곡용마을 안길 정비공사

파형관:L=85m(D800), 콘크리트포장

L=85m,B=3.0m, 가드레일:L=30m,

파형관:L=14m(D1000)

28,451 100

외우산 안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74m

콘크리트포장 A=230.6㎡
32,900 100

교동 소하천 정비공사 석축공 : L = 232M, A=556.8M2 93,900 100

땅골 소하천 정비공사 전석쌓기 A=104M2 9,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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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진
도
(%)

수남리 물탱크 라이닝

내부보수공사
라이닝 A=107M2 27,683 100

안무량 소하천 전석공사 석축공 : L=110m,A=220.0M2 36,700 100

틈실 소하천 정비공사
석축공:A=458.8M2, 슬라브공:3.5*4M 2EA

포장공 :L=86m,A=185M2
50,000 100

외우산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게이트볼장 조성:22*17m

메쉬휀스(1.2*2.0):45경간
29,009 100

독실마을 갓길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 A=1,031.5M2 석축공

A=46M2
21,206 100

새시장뚝 정비공사
파형관부설 L=36m, 보강토옹벽

A=131.2M2, 콘크리트포장 A=195.0M2
49,995 100

수남리 우물주변 정비공사
석축공:A=33M2, 포장공:A=55M2

파형관(D300) 26M,(D400) 42M,(D300) 18M
13,746 100

외우산 안마을 갓길 정비공사

석축쌓기:A = 38.2 M2,

흄관(D700)설치:L=77.5 M

라이닝수로(B:1.0M) : L = 100.0 M

39,100 100

외우산 게이트볼장

운동기구설치
윗몸일으키기 외 4종 13,913 100

대평마을 쉼터

운동기구 설치공사
윗몸일으키기 외 4종 13,913 100

구암마을 운동기구설치 윗몸일으키기 외 4종 13,913 100

장계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시행
상수관부설 L=916m(16~50mm) 25,203 100

고성시장 안길 정비공사
아스콘포장 : 710M2,

콘크리트포장 : 288.6M2
19,900 100

매수마을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762M2

파형관부설(D900) L=32m
22,9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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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천원)

추진진도
(%)

대평~선동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465m,A=1813M2 40,000 100

기월마을 안길 정비공사 아스콘포장 A=9.04a 10,000 100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 전석쌓기 L=117m,A=234M2 20,000 100

홍류~매수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57m,A=907M2 20,000 100

고성읍 운동기구 설치 하늘걷기 외 10종 24,259 100

외우산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평상2개(6*3.4, 3*3), 폐기물처리(30.05톤) 24,000 100

평계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평상데크 1개소(35.14㎡) 10,000 100

대평마을 쉼터정비사업

(기반정비 및 시설물설치)

성토337.40㎡, 잔디1,350㎡, 경계석20m,

지압보도20㎡, 자연디딤석포장 29.4㎡
18,000 100

대평마을 쉼터 정비사업

사각정자 1개소(4.5*4.5), 등의자 2개소,

해송 12주, 느티나무 2주, 동백 5주,

왕벗나무 12주, 당단풍 10주

31,800 100

곡용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데크설치 1개소(24.64㎡, H=0.5m) 10,000 100

선동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사각정자 1개소(4.5*4.5, H=3.6m) 10,000 100

고성시장 쉼터 조성공사

자연석 쌓기 21.89톤, 화강석판석 14.6㎡,

성토 21.5㎥, 경계석 19.2m, 강판3매,

등의자 3개소, 느티나무 외3종 125주

16,050 100

영생아파트 주민쉼터사업 4각정자 1개소(4.5*4.5) 8,000 100

곡용마을정자 지붕수리
사각지붕 아스팔트슁글 작업

(5.8*4.5)
1,243 100

작성자 : 부 읍 장 최 경 락

확인자 : 고성읍장 최 양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