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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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18.3 3.9 1.2㏊ 62% 75%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 인 구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2,607 1,679 221 707 5,492 2,913 2,579 150 2.1

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 수

행정구역 공무원

리 자연

마을
반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법정 행정

9 22 49 63 13 1 4 3 3 1 1

라.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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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공 서 : 3개소(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2) 학 교 : 4개교(초등3, 중등1)

3) 기 업 체 : 22개업체(종업원수 447명)

4) 도 로 포 장 율 : 90%

5) 간이급수시설 : 22개소

6) 의 료 시 설 : 3개소

7) 상 수 도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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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ha) 7,6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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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동, 지붕개량 7동, 노후주택 개량 8동

6) 푸른들판(자운영) 가꾸기 사업 추진 : 307ha

나.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활기반 조성

1) 기초생활보장(생계/교육급여) : 150세대/242명 439,000천원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지원 : 9세대 20명 6,900천원

3)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보호비지원 : 4명 4,320천원

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 : 2명 800천원

5) 장애인 장애수당지급 : 124명 129,7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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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대상지

면적 필지수 농가수 비 고
리 마을명

계 3개마을 33.7 180 50

생명환경

농업단지

송산 송정 10.6 52 11

감서 봉림 11.4 61 25

은월 신은 11.7 47 14

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1)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 3개소 60,000천원

2)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 2개소 2,000천원

3) 기초노령연금 지원 : 988명 876,248천원

4) 노인가장세대 월동장구 지원 : 70명 4,200천원

5) 장수수당 지원 : 73명 26,280천원

라. 농촌생활안정을 위한 농가소득 보장

1)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 : 710농가 707ha 510,854천원

2) 육묘상자용 상토 및 메트 지원 : 723농가 737.4ha 126,452천원

3)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37명 28,874천원

마. 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

1) 추진현황

(단위 : ha)

2) 생명환경농업 단계별 추진실적

가) 2009. 5. 30 첫 모내기 실시

나) 2009. 6. 12 우렁이 및 미꾸라지 살포

다) 영양주기에 의한 영양제 처리(6.1~7.15)

라) 2009. 10. 15~30 벼 수확 (호품 144톤, 동진찰벼 3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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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비고(%)

정자목 외과수술 용산리 용산 외과수술1본 5,580

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용산리 용산 배수로 L=71.5m 25,800

거류면 청사2층 창호교체공사 당동리 당동 창호교체공사1식 20,000

가동지구 농로 정비공사 가려리 가동 포장 L=495m 40,000

이민~구현간 농로 정비공사 송산리 구현 포장 L=689m 50,000

송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송산리 송정 포장 L=266m 50,000

숭의원마을 안길 정비공사 감서리 숭의원 아스콘A=25.8a 28,700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용산리 용산 배수로 L=67m 24,200

봉림 정자목 정비사업 봉림리 봉림 목재데크1식 13,550

장대마을 농로 정비공사 가려리 가동 포장 L=270m 22,880

상원공동묘지 진입로 정비공사 신용리 상원 포장 L=309m 30,000

거산 소하천 정비공사 거산리 거산1 석축 L=125m 20,000

당동(새실)답 진입로 정비공사 당동리 당동 포장 L=131m 22,808

용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용산리 용산 배수로 L=351m 35,000

봉림지구 집수시설 설치공사 감서리 봉림 배수관 L=140m 31,142

구현용 배수로 정비공사 송산리 구현 배수관 L=293m 26,100

봉림 거류산간 임도정비공사 봉림리 봉림 임도정비1.74KM 15,130

쉼터 조성사업(정촌) 은월리 정촌 경계석1식 20,000

마을 쉼터 석축정비사업 은월리 정촌 자연석1식 12,900

봉곡 세천 정비공사 당동리 봉곡 석축 L=104m 20,000

가동 뒷들 농로 정비공사 가려리 가동 포장 L=358m 30,000

구현2 소하천 정비공사 송산리 구현 수로관 L=226m 30,704

생명환경농업단지 비닐하우스 시공 송산리 신은 비닐하우스1식 8100

송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송산리 송정 포장 L=140m 20,000

도산촌 진입로 정비공사 송산리 도산촌 포장 L=58m 29,835

하원마을 농로 포장공사 신용리 하원 포장 L=263m 31,500

당동-거류산간 등산로 정비사업 당동리 당동 등산로1.55km 17,600

마동마을 소교량 보강공사 신용리 마동 교량1개소 50,000

거류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신용리 용동 게이트볼장1개소 50,000

봉림마을 안길 정비공사 감서리 봉림 포장 L=183m 25,686

면사무소 여자화장실 보수공사 당동리 당동 화장실개보수1식 15,000

가동 공동작업장 포장공사 가려리 가동 포장 L=142m 18,775

바. 지역균형 개발로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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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마을 안길 보강공사 송산리 송정 포장 L=68m 13,880

새실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당동리 봉곡 하수관 L=126m 22,100

숭의원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감서리 숭의원 데크1식 12,361

감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감서리 감동 포장 L=106m 25,000

구현마을 농사용 집수관로공사 송산리 구현 관로공 L=72m 22,925

봉곡마을 안길 포장공사 당동리 봉곡 포장 L=80.5m 18,481

용동 농로 확포장공사 신용리 용동 포장 L=110m 17,340

당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당동리 당동 옹벽L=21m 27,760

거류면 게이트볼장 추가시설

설치공사
신용리 용산 휀스 21경간 8,900

화당마을 시설보수공사 화당리 화당 포장 L=38m 15,880

봉림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감서리 봉림 아스콘A=49.2a 54,465

봉곡마을 안길 정비공사 당동리 봉곡 아스콘A=3.89a 21,959

도산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송산리 도산촌 포장 L=60m 20,000

월치1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은월리 월치 석축 L=165m 77,505

월촌1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송산리 월치 석축 L=117m 42,623

월촌2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신용리 월치 석축 L=374m 50,000

신용천 수해복구공사 신용리 신용 석축 L=304m 52,738

덕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가려리 덕촌 석축 L=305m 61,101

봉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감서리 봉림 석축 L=192m 62,400

서당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화당리 화당 석축 L=194m 58,900

신당마을회관 보수공사 당동리 신당 회관보수1식 17,600

월치마을 물탱크 교체공사 은월리 월치 물탱크40톤 30,000

당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당동리 당동 포장 L=261m 26,880

거류면게이트볼 장그늘막설치공사 신용리 용산 그늘막 A=414㎡ 18,250

정촌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은월리 정촌 목재데크1식 9,500

송정마을 농로 정비공사 송산리 송정 포장 L=128m 22,435

거류면사무소 청사입구

옥외전광판 설치공사
당동리 당동 옥외전광판1개소 5,600

봉곡마을 집수관로 정비공사 당동리 봉곡 흄관 L=65m 10,120

신은마을 배수관로 정비공사 은월리 신은 흄관 L=17.5m 24,320

장대마을 안길 정비공사 가려리 가동 포장 L=263m 30,000

당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당동리 당동 아스콘 L=110m 9,400

화당마을 농로 포장공사 화당리 화당 포장 L=160m 14,500

당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당동리 당동 수로관 L=122m 10,000

마동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신용리 마동 목재데크1식 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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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비율(%) 비고

계 2,153,000 3,734,347 3,535,721 94.6

도세 1,558,000 2,579,629 2,515,630 97.5

군세 595,000 1,154,718 1,020,091 88.3

작성자 : 부 면 장 최 병 화

확인자 : 거류면장 황 호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