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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하  일  면

1. 연 혁

가. 통일신라시대 : 고자군에 예속

나. 고려 및 조선초기 : 일운면으로 호칭

다. 조선말 고종 32년 : 군제 실시시 하일면으로 개칭

라. 현재청사 이전 : 1957년 학림리 791번지→ 학림리 739-8번지 현위치에 이전

마. 1987. 12. 24. 고성군조례에 의거 7개 법정리 15개 행정마을 36개 반으로 확정

바. 1991. 2. 28. 현청사로 준공

2. 일반현황

가. 면 적

총면적 농경지 임 야
대지 및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 타

호 당

경지면적

수 리

안전답율

경 지

정리율

30.96㎢ 6.68㎢ 21.47㎢ 0.51㎢ 1.83㎢ 0.47㎢ 1.09ha 76% 67%

※ 기타 : 목장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나. 가구 및 인구

가 구 (세대) 인 구 (명) 인 구

밀 도

가구당

인 구계 농가 어가 기타 계 남 여

1,002 678 233 91 2,117 1,024 1,093 68.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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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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법정 행정

7 15 30 36 12 1 4 1 3 2 1

라. 주요시설

1) 관 공 서 : 1개소(면사무소)

2) 학 교 : 3개교(초등 1, 중 1, 초등분교 1)

3) 종교시설 : 10개소

4) 의료시설 : 2개소(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5) 금융기관 : 2개소(농협, 우체국)

6) 연구시설 : 1개소(부경대 수산과학기술센터)

5) 도로포장율 : 18.4km(국도 9.4km, 지방도 9.0km, 100%)

6) 간이상수도 시설 : 22개소

3.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면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

1) 면민을 내가족같이 편안하게 모시는 감동행정 실천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친절하게 면민모시기)

2)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주2회 마을방문으로 현장의 소리 청취 후 주민숙원사업

등 민원해결

3) 복지시책 적극추진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4) 면민과 동고동락하는 참 봉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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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현장 방문격려(추수현장 : 20회, 굴박신장 17개소)

- 경로당 위문격려 : 년 15회(다과 및 음료제공)

나.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1) 생명환경농업단지 현황

단지명 개소수 면적(ha) 필지수 농가수
농가평균면적

(ha)

수양단지 1 16.9 94 25 0.7

도동단지 1 11.1 56 19 0.6

2) 생명환경농업 쌀 수확량 : 194톤

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___________ 49개소 1,107,853천원

1) 마을안길정비 사업 : 5개소 135,123천원

2)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정비 사업 : 21개소 502,422천원

3) 소하천 정비 사업 : 8개소 185,493천원

4) 소공원 및 정자 정비 사업 : 2개소 28,230천원

5) 청사 정비 사업 : 1개소 22,685천원

6) 농업수리시설정비 사업 및 기타 : 12개소 256,585천원

라. 저소득층 자활 기반 조성 __________ 299,494천원

1) 생 계 보 호 비 지 원 : 244,694천원(70가구)

2) 자 녀 학 비 지 원 : 5,610천원(15명)

3)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2,000천원(1세대)

4) 장애수당 지원 : 47,190천원(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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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 인 복 지 증 진 ____________ 814,113천원

1) 경로당 확충(개보수 2개소) : 100,000천원(2개소)

2) 노인가장세대 월동장구 지원 : 1,560천원(26세대)

4) 경 로 당 운 영 비 지 원 : 46,920천원(23개소)

5) 장 수 사 당 지 원 : 15,750천원(44명)

6) 기 초 노 령 연 금 지 원 : 649,883천원(675명)

바. 푸른 하일가꾸기사업 추진

1)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 : 영산홍, 은행나무, 동백, 피라칸타, 종려, 벚나무 등

가) 국도(77호선) 9km 가로수 시비․전정(8회), 잡초제거(8회)

나) 지방도(1010호선) 5km 가로수 시비․전정(8회), 잡초제거(8회)

2) 소공원 사후관리 : 22개소

가) 국도(77호선)변 14개소 나무전정, 시비, 잡초제거 주1회 관리

나) 지방도(1010호선)변 8개소 나무전정, 시비, 잡초제거 주1회 관리

다) 사각정자 볏짚 교체 작업 및 전망대 정자 관리

3) 마을정자목 정비사업 2개소 30,000천원

- 임포마을, 가룡마을 정자목 정비

사. 농업 육성 지원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424명, 329ha, 226,241천원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59명, 17.8ha, 7,132천원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72명, 42.2ha, 44,670천원

4)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재배 : 119ha, 5,950kg

5)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 17,713포대(708,5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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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530,270 509,324 20,946 96

도 세 367,903 356,952 10,951 97

군 세 162,367 152,372 9,995 94

아. 지방세수 확충

1)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단위 : 천원)

4.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주요실적

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시공업체 비고

면청사 및 회의실

바닥리모델링사업
학림 바닥깔기 A=462.1㎡ 22,685 (주)천광

용태,가룡

농로 포장공사
용태 포장공 A=976㎡ 19,800 대림토건(주)

용암포

마을회관 정비공사
춘암 포장공 A=314.9 8,600 혜성건설(주)

수양마을

암반관정 개발사업
수양

암반관정개발 1식

관로매설 L=447m
30,000 (주)조광지질

평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송천 석축공 A=180㎡ 18,200 (주)신우개발

송천1구

농로 포장공사
송천 포장공 A=605㎡ 19,321 백강건설(주)

도동, 임포

용수로 정비공사
학림 수로관부설 L=400m 31,485 대가토건(주)

수양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수양 석축공 A=247.5㎡ 38,279 우리토건(주)

춘암지구

농로 정비공사
춘암 포장공 A=1,419㎡ 34,300 태산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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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시공업체 비고

도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학림

아스콘포장공 A=40.4a
수로관 L=65m

40,000 (주)세종

수양(효대)마을

농로 포장공사
수양 포장공 A=1,200㎡ 30,000 (주)신영건설

학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학림 포장공 A=300㎡ 6,950 (주)삼한개발

오방마을

재해위험지역 보강공사
오방

석축공 A=145.2㎡
포장공 A=232.5㎡

16,900 (주)신우개발

용태(중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용태

하수공 L=180m
포장공 A=526.5㎡

32,800 (주)페트라건설

학동지구

농로 포장공사
학림

포장공 A=618㎡
소교량 1개소

35,000 혜성건설(주)

오방(뎀미)마을

농로 포장공사
오방 포장공 A=246㎡ 6,700 (주)신우개발

금단마을
농로 포장공사

학림 포장공 A=520㎡ 21,000 대림토건(주)

춘암(대골)
농로포 장공사

춘암 포장공 A=543㎡ 16,670 오경종합건설

금단지구

농로 포장공사
학림 포장공 A=510㎡ 11,800 (주)삼한개발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
송천

석축공 A=216.2㎡
수로관 L=184m

26,800 (주)신우개발

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학림

석축공 A=207.8㎡
수로관 L=54m

25,000 철기건설(주)

효대마을

농로 포장공사
수양 포장공 A=480㎡ 11,500 고성건설(주)

용태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용태

수로관 L=596m
파형관 L=25.5m

28,900 (주)태창산업개발

임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학림 포장공 A=984㎡ 20,900 오경종합건설

동화지구

농로 정비공사
동화

식생블럭공 A=236.8㎡
포장공 A=150㎡

50,000 대림토건(주)

금단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학림 수로관 L=458m 50,000 (주)흥진토건사

수양(점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수양 파형관 L=168m 20,000 (주)페트라건설

학동농업

용수 개발공사
학림

암반관정개발 1식
물탱크설치 2식

27,300 백산개발(주)

도동마을

농업용수 개발공사
학림

암반관정개발 1식
수중모터펌프 2대

30,000 (주)조광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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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시공업체 비고

임포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학림 데크평상 1개소 9,000 (주)유성조경

가룡마을

쉼터 조성사업
용태 정자 1식 19,230 (주)화수원조경

동화마을

농로 정비공사
동화 포장공 A=690㎡ 15,680 대림토건(주)

동화(간이골)지구

농로 정비공사
동화

포장공 A=690㎡
석축공 A=145㎡

34,320 (주)신우개발

용암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춘암

식생블럭공 A=68㎡
포장공 A=332.5㎡

23,490 (주)삼한개발

동화마을
안길 정비공사

동화
아스콘포장공 A=13.9a

포장공 A=320㎡
28,600 일호건설(주)

송천지구
농로 포장공사

송천
포장공 A=526㎡
수로관 L=52m

13,270 공룡건설(주)

용태마을
농로 포장공사

용태 포장공 A=750㎡ 17,526 혜성건설(주)

금단2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학림 석축공 A=163.2㎡ 17,320 (주)조광지질

도동소하천(1공구)

수해복구사업
학림

석축공 A=91㎡
바닥깔기 A=98㎡

20,852 (주)신우개발

도동소하천(3공구)

수해복구사업
학림 석축공 A=174.2㎡ 16,272 대림토건(주)

도동소하천(2공구)

수해복구사업
학림

석축공 A=153㎡
바닥깔기 A=89.1㎡

22,770 백강건설(주)

오방마을 경로당마당

포장공사
오방 포장공 A=153㎡ 8,550 (주)신우개발

금단마을

농로 포장공사
학림

포장공 A=402㎡
식생블럭공 A=52.8㎡

17,300 (주)신영건설

용태마을

안길 포장공사
용태

포장공 A=133㎡
식생블럭공 A=52㎡

13,033 (주)광림

오방마을

경로당 설비공사
오방 경로당 설비 1식 18,450 (주)와룡건설

임포선착장

간이화장실

설치공사(건축)

학림
간이화장실 30.42㎡

건축공사 1식
20,000 금강종합건설(주)

임포선착장

간이화장실

설치공사(기계설비)

학림
간이화장실 30.42㎡
기계설비공사 1식

9,900 (주)와룡건설

임포선착장

하수관로 정비공사
학림 하수공 L=140m 11,400 (주)페트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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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치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시공업체 비고

동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동화 아스콘포장공 A=13.9a 30,000 우리토건(주)

계 49건 1,107,853

작성자 : 하일면 부 면 장 곽 상 열

확인자 : 하일면 면 장 제 인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