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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일반현황

지역특성

청산면은 완도읍에서 19.2㎞ 떨어진 다도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5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343.4m, 총면적 41.95㎢ (5개

유인도), 해안선길이 84.6㎞(5개 유인도)로 둥근 소라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 및 청정해역으로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이다.

2020년 1월 9일 현재 1,206세대 인구수 2,329명(남 1,159명 여1,170명) 13개 법정리, 23개 행정리, 79개 반으로 이루어진 인정이 많고 인심이 훈훈한

반농 반어촌이다.

주요 기관단체로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파출소, 우체국, 해경파출소, 예비군면대, 농협, 수협지점, 한전서비스센터 등이 있으며 학교 2개교 (중학교 1, 초등

학교 1)가 있다.

현황

면적면적 인구인구 법정리/행정리/자연마을법정리/행정리/자연마을 반 조직반 조직 법적동명법적동명

41.95㎢
인구 1,206세대 / 2,329명 
(남 1,159명, 여 1,170명) 13리/23리/24 마을 79 반

도청리,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국산리, 지리, 모도리, 여서리

주요기관시설주요기관시설

면내주요공공기관

기관명기관명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면사무소 청산면 청산로 1613번길 19-3 550 - 6495

청산파출소 청산면 청산로 1613번길 17 552 - 9112

예비군면대 청산면 청산로 1613번길 41 552 - 9113

청산해경출장소 청산면 청산로 3번길 3-9 550 - 2724

청산도우체국 청산면 청산로 1613번길 9 552 - 9004

청산단위농협 청산면 청산로 29 552 - 9388

수협청산지점 청산면 청산로 7 552 - 8545

국립공원다도해 
해상관리사무소

청산면 청산로 1619-7 553 - 4474

청산중학교 청산면 청산로 1579-74 552 - 8544

청산초등학교 청산면 청산로 1602-1 552 - 8524

청산보건지소 청산면 청산로 40 550 - 5658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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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협의회 대표자 연락망

기관명기관명 대표자대표자 연락처연락처

면 장 고철휴 061-550-6480

중학교장 신윤희 061-552-8579

초등학교장 김광일 061-552-8666

파출소장 김서영 061-552-9112

예비군면대장 오민식 061-552-9113

해경파출소장 권춘감 061-550-2724

우체국장 황미선 061-552-9004

농협장 차동악 061-552-9388

소안수협청산지점장 박영출 061-552-8545

다도해해상관리사무소 
청산분소장

권기현 061-553-4474

청년연합회장 이인창 -

새마을협의회장 강상홍 061-553-8873

번영회장 위성은 -

지역발전위원장 김송기 -

청산면부녀회장 안문숙 061-552-3594

청산면노인회장 정옥남 061-552-8548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김상수 -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지광철 061-552-8931

농촌지도자협의회장 조창선 061-552-3614

민주당지역협의회장 이경희 061-552-1540

청산면의용소방대장 이형석 061-553-5412

주요추진사업 현황주요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위 치위 치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비사 업 비 주관부서주관부서

도청리 청산도항 정비공사('13 ~ '26) 59,600 지역개발과

모서리 모서항 시설공사('17 ~ '25) 19,800 지역개발과

모도리 어촌뉴딜 300사업('20 ~ '23) 9,743 지역개발과

도청리 청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700 지역개발과

모서리 해수 담수화 시설공사 700 환경수질관리과

신흥리 신흥항 시설공사 581 지역개발과

모북리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500 지역개발과

양지리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150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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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마을 안길 확포장 150 지역개발과

관내일원 주민숙원사업 138 청산면

관내일원 소규모 어항 정비 100 지역개발과

관내일원 비법정도로 정비 50 지역개발과

지리 농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 50 건설과

신흥리 농도 202호선 아스콘 포장 50 건설과

모동리 농로 확포장) 50 건설과

위 치위 치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비사 업 비 주관부서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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