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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하  이  면

1. 연 혁

가. 통일신라시대 고자군(古自郡)에 예속되고 고려, 조선초기에는 이운면(二運面)으

로 호칭되었으며, 조선 고종 32년(1895년)에 하이운면(下二運面)으로 개칭

나. 1913년 행정구역 조정시 사곡리(沙谷里) 135번지에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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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명)계 농 가 어 가 기 타 계 남 여

1,302 613 63 626 3,060 1,535 1,525 81.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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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4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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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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만 k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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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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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촌쉼터조성공사 외 33건

2) 주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 구현

3) 면민 화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

가) 문화ㆍ체육행사 및 선진지 견학 : 면민체육대회, 경로행사, 산사음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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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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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자활 기초생활 보장

가) 생계지원 : 190명 413백만원

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 20명 10백만원

다) 모자․부자 아동 양육비 지원 : 5명 3백만원

라)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9명 9백만원

2) 노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 영위

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

○ 경로당 신축 사업 : 1동(백수곡) 60백만원

○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설치사업 : 2개소(신덕,신촌) 2백만원

나) 보람있는 노후생활 안정적 보장

○ 기초노령연금 : 706명 683백만원

○ 장수 수당 지원 : 50명 18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21개소 38백만원

○ 삼천포화력본부 경로당 지원 : 19개소 3백만원

3) 어렵고 외로운 가정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가) 저소득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14세대 21백만원

○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1세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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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결연 및 지원 추천 : 적십자사 60세대, 발전소 50세대

다.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1) 주민건의사업

가) 하천정비 : 제전안길 및 소하천정비공사 등 4개소, 78,300천원

나) 도로포장 : 신덕지구농로정비공사 등 9개소, 258,144천원

다) 농업용수개발 : 군호지구농업용수개발공사 등 3개소, 57,184천원

라) 상수도시설 : 외원마을간이상수도노후관로교체및물탱크설치공사 등 3개소 74,923천원

마) 주민편의증대 : 하이애향동산운동기구설치사업 등 2개소, 49,5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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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숙원사업

가) 하천정비 : 정곡소하천정비공사, 19,020천원

나) 도로포장 : 군호마을농로정비공사 등 3개소, 64,976천원

다) 주민편의증대 : 양촌쉼터창호교체사업 등 4개소, 44,038천원

라) 면청사정비 : 면청사앞마당정비공사 등 2개소, 21,000천원

마) 배수로정비 : 입암마을배수로정비공사 등 2개소, 22,410천원

바) 기 타 : 두수생명환경하우스설치사업 등 2개소, 16,429천원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 도로포장 : 봉현덤몰농로재포장공사, 28,567천원

나) 주민편의증대 : 양촌쉼터조성공사 등 10개소, 134,692천원

다) 상수도시설 : 양촌마을 상수관로 정비공사 등 4개소, 78,744천원

라) 주차장정비 : 신흥마을주차장조성공사 등 3개소, 90,870천원

마) 등산로정비 : 사당산 등산로정비사업 등 2개소, 37,380천원

사) 기 타 : 음촌마을위험지정비공사 등 11개소, 241,166천원

4) 주택 및 생활환경 주변정비 사업

가) 주택개량 : 주택개량 3동,

나) 주택정비 : 빈집정비 3동, 지붕개량 9동

라. 경쟁력 있는 농어촌 육성 및 산불예방

1) 고품질 식량 증산

가) 생명환경농업단지조성 : 두수단지(27호) 14ha

나)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 : 양촌마을(10호) 8.5ha 6백만원

다) 지력증진시범사업 : 39ha 13백만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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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방제단(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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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시설 특별관리 및 유기적 방역체계 구축 : 가야육종 외 7개소

4) 빈틈없는 산불예방 추진 : 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 및 취약지 특별관리

마. 2009 지방세수 확충

1) 2009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액(%)

총 계 1,916,421 1,870,395 46,026 97.5

도 세 428,276 412,153 16,123 96.2

군 세 1,488,145 1,458,242 29,903 97.9

2)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체납액 징수액 잔 액 징수율(%)

계 61,540 37,826 23,714 61,4

도 세 16,381 11,992 4,389 73.2

군 세 45,159 25,834 19,325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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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가. 주민숙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공 사 명 위치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 고

계

양촌

쉼터 조성공사
석지 휴게소설치 1식 10,152

음촌마을

위험지 정비공사
석지 위험지정비 1식 8,832

입암마을

안길 정비공사
월흥 옹벽설치 L=70m, H=1.7m 16,060

입암마을

휴게쉼터 설치공사
월흥 쉼터조성 1식 11,700

두수생명환경농업단지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덕호 작업장 신축 1동(100㎡) 44,348

두수생명환경농업단지

공동작업장신축공사(전기)
덕호 전기공사 1식 4,125

양촌마을

상수관로 정비공사
석지 상수관로매설(￠50) L= 630m 10,170

신흥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월흥

전석쌓기 L=84m, A=124.6㎡

콘크리트포장 A=530㎡
19,455

하이면게이트볼장

칸막이정비공사
덕호 칸막이정비 1식 14,000

하이면체육공원사무실

(스틸하우스)구매 설치사업
덕호 스틸하우스(8.0*4.5) 설치 1동 20,000

신덕마을

주차장 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43m, A=812㎡

식생블럭설치 L=169m, A=140㎡

이중벽관부설 L=98m

주차장조성 1식

48,553

하이면체육공원

주변정비공사
덕호 주변정비 1식 4,000

하이면체육공원

정비공사
덕호 체육공원정비 1식 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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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공 사 명 위치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 고

군호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덕호

상수관로매설(￠16) L= 745m

콘크리트포장 A=288.6㎡
24,076

군호마을

간이상수도 본선설치공사
덕호 본선정비 1식 26,498

남산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
석지 암반관정 1공 18,000

두수생명환경농업단지

주변정비공사
덕호

옹벽설치 L=15m, H=1.7m

콘크리트포장 A=120㎡

전석쌓기 L=25m, H=2.0m

12,060

하이면신촌마을 휴게쉼터

정자설치공사
석지 사각정자 설치 1식 31,300

사당산 등산로 정비사업 석지 등산로정비 1식 17,800

방범용 CCTV 제작구입설치 덕호 CCTV설치 8개소 85,492

제전

안길 정비공사
덕명

BOX설치(2.5*1.8) L=10m

메쉬휀스설치 L=10m
12,810

방범용CCTV 상황실 정비공사 덕호
보수공사 1식

전기 및 통신공사 1식
26,569

하이면 방범용 CCTV상황실

내부인테리어공사
덕호 천정니테리어및바닥공사1식 13,050

하이면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덕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7,820

하이면체육공원

주변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A=184㎡

아스콘덧씌우기 A=120㎡

부대공 1식

8,740

군호마을

공동주차장

정비공사

덕호

전석쌓기 L=37m, A=42.4㎡

포장 A=620㎡

이중벽관 L=60m

22,862

하이면 등산로정비사업 석지 등산로정비 1식 19,580

면복지회관 주변정비공사 덕호
상수관로 L=50m

하수관보수 L=8m
3,200

내원마을 쉼터조성공사 봉원
정자설치 1식

간이화장실제작설치(1500*1500*2500)
19,360

외원농수로 정비공사 봉원 파형강관 L=220m, D=400mm 17,800

봉현덤몰농로 재포장공사 봉현
콘크리트포장 287m, 1121㎥

수로관 24m
2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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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위치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 고

계

양촌

쉼터 창호교체사업
석지 창호교체 1식 4,628

두수생명환경하우스설치사업 덕호 하우스설치 1동 6,034

군호마을

농로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167m, A=450㎡

전석쌓기 L=20m, A=20㎡
13,056

부평지구

농로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417m, A=1518㎡ 27,020

정곡 소하천

정비공사
월흥

전석쌓기 L=90m, H=2.0m

이중벽하수관부설(￠300) L=80m
19,020

입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월흥

수로관부설(800B) L=130m

전석쌓기 L=40m, A=80㎡

슬라브설치(5.0*3.0*0.3) 2EA

24,740

사곡마을 농로 정비공사 사곡
콘크리트포장 L=165m, A=414㎡

파형강관(￠500) L=72m
24,900

신촌마을 쉼터 조성공사 석지

조경석 쌓기 L=35m

측구수로관(300C) L=18m

콘크리트포장 A=320㎡

25,000

면청사 앞마당 정비공사 덕호

상수관부설(￠16~50) L=115m

스텐물탱크설치(5ton) 1개소

청사옥상방수시설 외 1식

17,800

입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월흥

콘크리트포장 L=15m, A=45㎡

수로관부설(800B) L=194m

파형강관(￠800) L=16m

측구수로관부설(500C) L=4m

19,210

백수곡마을 정자

목정비사업
봉현

원형데크평상 1개소

폐기물처리 1식
11,000

면복지회관 주변정비공사 덕호
상수관로 L=50m

하수관보수 L=8m
3,200

신촌마을 정자정비사업(도장) 석지
정자내외부 도장 1식

화장실 도장 1식
3,410

생명환경단지

유화등 설치공사
덕호 유화등설치1식 10,395

나. 주민숙원사업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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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민건의사업 (단위:천원)

공 사 명 위치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 고

계

신덕지구

농로 정비공사
덕호

전석쌓기 L=50m, A=50㎡

콘크리트포장 L=360m, A=1080㎡
28,009

부평지구

농로 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330m, A=1320㎡ 28,329

신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덕호

콘크리트포장 L=65m, A=195㎡

수로관부설(600C) L=283m

파형강관부설(￠600) L=110m

파형강관부설(￠1000) L=100m

50,000

음촌지구

농로 정비공사
석지 콘크리트포장 L=535m, A=1605㎡ 36,886

봉화골지구

농로 정비공사
덕명

전석쌓기 A=134.7㎡

콘크리트포장 L=60m, A=180㎡

수로관부설(1000) L=86m

27,354

군호지구

농업용수 개발공사
덕호 암반관정 1공 30,000

내원지구

농업용암반관정 개발공사
봉원 암반관정 1공 27,184

내원

안길 정비공사
봉원

콘크리트포장 L=382m, A=1146㎡

수로관설치(1000C) L=12m
30,000

도룡골

농로 정비공사
월흥

콘크리트포장 A=169.8㎡

전석쌓기 L=119m
26,280

제전

안길 및 소하천

정비공사

덕명

BOX설치(1.8*1.2) L=4m

슬라브설치(3.5*0.3) L=6m

석축기초보강 L=28m

콘크리트포장(B=2.8m) L=40m

전석쌓기(H=0.6~0.8m) L=60m

18,300

외원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로교체 및

물탱크설치공사

봉원
노후관로교체 L=800m

물탱크설치(10ton)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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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공 사 명 위치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 고

하이 애향동산

운동기구 설치사업
석지 운동기구설치 1식 20,000

양촌마을 가뭄대책사업

(남산마을 상수도

물탱크주변 정비공사)

석지
상수관부설 L=40m

sts물탱크(25톤)1개소
27,924

상족암

유람선 선착장

주변정비공사

덕명

경계석설치 145ea

방부목휀스 134경간

포장 A=45㎡

29,596

봉현

농로 정비공사
봉현 농로정비 1식 16,340

율곡 소하천

소교량 개설공사
덕명

콘크리트포장 L=210m, B=3m

슬라브설치 2개소
14,946

덕명 세천

유지 관리사업
덕명 하천정비 1식 20,000

내원지구

마을상수도 개보수공사
봉원 물탱크설치 2EA(30ton,20ton) 28,999

봉현천

유지 관리사업
봉현 하상정비 1식 20,000

율곡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덕명 소하천정비 1식 20,000

작성자 : 하이면 부면장 정 강 호

확인자 : 하이면 면 장 강 호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