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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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도

가구당

인 구계 농가 기타 계 남 여

919 498 421 1,884 908 976 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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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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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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3 2 2 2 1

라. 주요시설

1) 관공서 : 4개소

2) 학 교 : 2개교(초1, 중1)

3) 기업체 : 6개업체 (종업원수 102명)

4) 종교시설 : 10개소

5) 의료시설 : 1개소(보건지소)

6) 상수도시설 : 간이상수도 23개소

7) 금융기관,: 농협1개소, 우체국1개소

8) 군부대 : 육군 제8358부대 117연대 2대대(부포리소재)

9) 장례문화시설 : 공설화장장 1개소, 납골당1개소, 공원묘원1개소

3.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제24회 대한민국 민속음악 대축제 개최지원

○ 기 간 : 2009. 10. 20 ~ 2009. 10. 21

○ 행사내용 : 영산재, 고성농요, 인천 은율탈춤보존회, 강릉 오독떼기보존회,

한국국악협회 제주지회 명창등

○ 관 람 객 : 1,000여명 참석

나. 소공원 및 꽃길 조성사업 추진

○ 연꽃공원 꽃길관리 사업추진 -------------------- 1개소/26,503천원

○ 자연발생유원지 사후관리 사업추진 --------------- 3개소/1,57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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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려운 계층의 생활보호

○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 74명/211,405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2명/1,920천원

○ 장애수당 지원 ----------------------------- 37명/33,229천원

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 --------------------------- 585명/552,442천원

○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 20개소/40,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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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개보수 --------------- 3개소(신촌, 구미2, 가동)/115,000천원

○ 장수수당 ---------------------------------- 48명/14,520천원

마.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 하천유지관리사업 ---------------------------- 9개소/367,213천원

바. 거주 및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 주택개량 및 정비사업 ------------------------- 22동/137,800천원

○ 상수도 정비사업 ----------------------------- 2개소/45,000천원

○ 배수로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 9개소/252,635천원

사.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농로 확․포장 사업 ---------------------------- 3개소/88,375천원

○ 농업기반정비사업 ---------------------------- 8개소/281,019천원

아. 푸른 상리 가꾸기 사업

○ 자연발생유원지 사후관리 ---------------------- 3개소/1,575천원

○ 연꽃공원 사후관리 --------------------------- 1개소/26,503천원

○ 마을휴게쉼터 조성(정자목) --------------------- 5개소 / 56,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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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조성 -------------------------------- 1개소/ 20,000천원

자. 고품질 쌀 생산 추진 및 영농기반사업

○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 2개 단지 18.3ha/17,552천원

○ 벼 못자리 상토,매트지원 --- 17개 마을 137,680ℓ 102,279매/44,702천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 361농가 324ha/448,776천원

○ 지력증진사업 보조금 지원 -------------- 170농가 100ha/16,327천원

○ 농업인 자녀 학비 보조금 지원 ------------------ 15명/13,879천원

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 고추묘종 생산 --------------- 10농가 1.8ha 1,800천주/100,000천원

○ 인삼생산판매 ------------------ 6농가 17ha 8,500㎏/850,000천원

카. 한우사육 기반구축 및 구제역 방역

1)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사료비 절감

○ 목초,사료작물 종자공급 ---------------------- 85농가 /19,320kg

○ 볏짚암모니아 처리 -------------------------- 24농가/37기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소독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 구제역 방제단 운영 ------------ 4개단 년 28회 소독실시/17,161천원

타.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 징수율(B/A) 비 고

건 수 6,671 6,313 358 94.63%

금 액 1,102,383 989,653 112,730 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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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34 1,101,082

면청사

2층회의실 창호공사
상리면 척번정리

합성수지도어 1개

창호공사 15개

방화문 2개

물레방아 1식

창고천장보수 1식

22,340 ㈜천광

동산진입로

포장공사
상리면 동산리

전석공 L=32m, H=3.0m

포장공 L=60m, B=5.5m

배수공 L=98m, 300C

21,585 ㈜신우개발

무선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무선리

전석공 L=20m H=2.5m

전석깔기 L=11m B=4.0m

배수공 L=272m(900B)

40,000 ㈜흥진토건사

척정 농로 포장공사 상리면 척번정리 포장공 L=448m B=2.8~3.5m 29,722 ㈜공룡건설

자은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자은리

배수공 L=308m 400C~600C

포장공 L=175m B=3.5m

용수보보강 1식

파라펫 L=76m H=0.5m

수중모타교체 7.5hp

50,000 ㈜신우개발

고봉 안골천

정비공사
상리면 고봉리

전석공 L=84m H=2.0~3.0m

포장공 L=40m B=3.0m
27,900 ㈜대가토건

국개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상리면 부포리

전석공 L=132m H=3.4m

전석깔기 L=10m B=5.0m
40,000 ㈜다산건설

늘앗

골세천 정비공사
상리면 동산리

전석공 L=40m H=3.0m

파형강관 L=12m(800)

흄관(800) L=5m,취입보1식

포장공 L=15m B=1.7m

19,200 ㈜성우토건

선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무선리

배수공 L=72m(1000c)

파형강관 L=26m(1000)

개거숭상 및 보강 L=85m

30,000 ㈜도림건설

신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신촌리

포장공 L=120m B=3.0m

배수공 L=240m(600c)

배수공 L=78m(500c)

배수공 L=138m(800b)

37,000 ㈜고성건설

4. 주요사업실적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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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새땀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상리면 무선리

전석공 L=170m H=2.8~3.2m

전석깔기 L=15m B=5.0m

하상정리 V=275㎥

50,000 (주)혜성건설

면청사 1층

정비공사
상리면 척번정리

카운터철거및제작1식

암막롤스크린 9EA

수납장 16EA

자동문설치1식

바닥공사

30,000 (주)천광

선동지구(2)

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무선리

포장공 L=122m A=261㎡

배수공 L=120m(600c)

배수공 L=70m(1200A)

흄관(800) L=30m

40,000 (주)철기건설

내부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부포리 배수공 L=476m(500C) 30,000 (주)혜성건설

내부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상리면 부포리

배수공 L=36m(200)

포장공 L=412m

B=3.0m~5.0m

37,068 ㈜태창산업개발

비곡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고봉리 배수공 L=300m(600C) 30,000 ㈜혜성건설

비곡마을 안길

포장공사
상리면 고봉리

전석공 L=121m

H=0.6~1.5m

포장공 L=425m B=3.0m

40,000 ㈜금강

망림지구 농업용

암반관정개발사업
상리면 망림리 암반관정1공, 수중모터1식 27,093 ㈜백산개발

신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상리면 신촌리 포장공 L=300m B=3.0~4.0m 30,000 ㈜대림토건

평촌마을

하천 정비공사
상리면 척번정리 하상정리 L=420m V=3,584㎥ 19,800 ㈜도림건설

망림지구

용수 및

농로포장공사

상리면 망림리

상수관부설 L=150m

(￠65~150mm)

PE관접합 L=23m(￠400)

메쉬휀스 L=8m(4경간)

포장공 L=200m B=3.0m

27,290 ㈜백강건설

국개마을

배수 및

도로정비공사

상리면 부포리
포장공 L=70m B=3.0~4.0m

흄관부설 (￠500) L=30m
10,324 ㈜대가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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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사천강

수해복구공사
상리면 신촌리

전석공 L=150m

H=3.0~4.0m

구조물공 L=14m,

배수공(￠800)10m

44,997 ㈜우리토건

동산 소하천수

해복구공사
상리면 동산리

전석공 L=119m

H=3.0~3.5m

구조물공 L=125m,

하상준설 L=80m

포장공 L=95m B=1.2m

64,634 ㈜진덕건설

부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부포리 수로관 (1000c) L=130m 24,871 ㈜대가토건

상동천

수해복구 공사
상리면 오산리

전석공 L=160m

H=3.0~3.5m

구조물공 L=68.5m,

포장공 L=75m B=3.0~3.5m

60,682 ㈜혜성건설

내부포마을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상리면 부포리

상수관본선 L=196m

(￠30mm)

가정지선 L=174m

(￠16mm)

20,000 ㈜창희건설

사천강

진입로 정비공사
상리면 신촌리

진입로정비 L=40m B=3.5m

전석찰쌓기 A=84㎡
19,790 ㈜도림건설

국도주변

배수로 확장공사
상리면 부포리 수로관 (1200A) L=120m 27,560 ㈜혜성건설

신촌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상리면 신촌리

수로관(300C) L=100m

용배수관 (￠300) L=30m

가드레일 L=20m,반사경 2개소

집수정 1개소, 문비2개소

36,926 ㈜대가토건

상리면 자은경로당

철거 및 기초공사
상리면 자은리

기존건물 철거 1식

기존옹벽 및 바닥일부철거 1식

옹벽설치 L=9.3m, 지반정리 1식

14,500 ㈜미래건설

비곡마을

지하수 개발사업
상리면 고봉리 암반관정1공,수중모타1식 25,000 ㈜백산개발

조동마을 하천정비공사 상리면 척번정리 석축공 L=112m H=3.8m 40,000
㈜태창산업개

발

구미지구

배수불량 개선사업
상리면 망림리

배수공 L=202m (1000C)

포장공 L=214m B=0.3~3.5m
32,800 ㈜태산건설

작성자 : 부 면 장 조 석 래

확인자 : 상리면장 우 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