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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기본현황

행정구역 : 3개 법정리 10개 마을 52개 반

인구 : 535세대 928명(2023년 3월)

도서·해안선 : 18개도서(유인3 무인15) , 해안선38km

면적 : 1,391ha (임야 1,054 대지 21 전답 283 기타 33)

수산여건

선박‧어항 : 선박 271척, 어항 23개소

어업 면허 : 76건 3,442.6ha

수산물생산 : 42,143톤 10,342백만원

해조류 47,973톤 7,741만원(김 350백만원, 미역 3,689백만원, 다시마 1,370백만원, 톳 2,332백만원)

어류 264톤 3,819백만원(낙지, 문어, 장어 등)

패류 43톤 173백만원(전복 등)

농사여건

농축산가구 : 254가구

경지면적 : 283ha (전187ha 답96ha)

가축사육 : 342마리(한우 29, 염소 155, 닭 206, 오리 35)

인구현황인구현황

마을명마을명 세대수세대수

인구수인구수

계계 남남 여여

계 554 990 495 495

차우

울포 99 191 107 84

비견 30 50 23 27

허우 6 10 6 4

차우 91 160 72 71

세포 15 22 13 9

봉동 37 60 29 31

육산

육동 71 112 54 58

삼산 44 65 27 38

신흥 54 99 51 48

가학 가학 88 159 83 76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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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마을명 세대수세대수

인구수인구수

계계 남남 여여

주요기관시설주요기관시설

관공서

관공서관공서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금당면사무소 금당면 금당로 50-1 061-550-6580

보건지소 금당면 금당로 50 061-550-6870

삼산보건진료소 금당면 삼산길 102-1 061-550-6588

금당파출소 금당면 울포1길 5-10 061-844-0112

완도해경금당출장소 금당면 울포길 18 061-550-2435

금융기관

관공서관공서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완도농협금당지점 금당면 울포길 26 061-843-9717

완도금일수협 금당출장소 금당면 울포길 10-1 061-843-9722

금당우체국 금당면 울포길 22 061-844-0304

교육기관

관공서관공서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금당초등학교 금당면 금당로 220-23 061-843-9756

금당중학교 금당면 금당로 201 061-843-2213

교통정보교통정보

구분구분 전화번호전화번호 개인연락처개인연락처

금당택시 안선주(금당택시) 844-0073 010-5053-9451

해 상

금당 - 가학(가학매표소) 843-8168 010-4626-8168

금당 - 회진(완도농협금당지점) 843-9717 -

금당 - 회진(회진매표소) 867-9717 -

금당울포 - 금산우두(평화해운) 843-2300

금당울포 - 고흥녹동(녹동매표소) 843-2300 -

금당울포 - 금일도장 553-3388 -

음식숙박업소음식숙박업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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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 업소명업소명 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

음식

광주식당 843-9742 -

남해루 061-843-0073 -

맛길회관 061-843-9748 -

대일식당 061-844-3501 -

금당가미 061-843-3368 -

금당도 횟집 061-843-3345 -

숙박 대일장 843-9727 -

민박

아리랑민박 844-0024 -

차우리 843-9979 -

가학리 843-9975 -

광주식당민박 061-843-9742 -

아리랑민박 061-843-7071 -

양지민박 061-844-4877 -

하얀민박 061-844-0073 -

차우민박 010-5668-8060 -

금당도 민박 010-6456-0667 -

외갓집 민박 061-844-8439 -

펜션 국화펜션 061-844-4834 -

구분구분 업소명업소명 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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