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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일반현황

지역특성

유인도 2개섬과 무인도 13개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고금도는 남쪽으로는 제주해협에 북쪽으로는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에 인접되어 있으며 , 약 80.3km의 해
안은 수심이 깊지 않고 비옥한 갯벌이 많아 해조류와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여 해산물이 풍부 하다. 또한 높은 산이나 구릉이 없고 비교적 평탄한 평지가 많아 넓은 경
지면적으로 인하여 육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문화유적으로는 교성리 넙게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과 임진왜란 당시 수군 본영을 설치하여 승리로 이끌었던 이충무공
유적인 묘당도 충무사가 있다.

행정구역 , 공무원

행 정 구 역행 정 구 역 공 무 원공 무 원

행정리행정리 자연리자연리 반반 법정리법정리 정 원정 원 현 원현 원 비정규직비정규직

33 39 125 10 24 16 8

가구 , 인구

가 구(세대)가 구(세대) 인 구(명)인 구(명) 65세 이상 인구(명)65세 이상 인구(명)

계계 농어가농어가 비 농어가비 농어가 계계 남남 여여 계계 남남 여여

2,362 1,849 513 4,436 2,145 2,291 1,900 765 1,135

면적(㎢) , 도서(개소)

계계

경 지경 지

임야임야 기타기타 호 당 호 당 
경지면적경지면적

도 서(개소)도 서(개소)

해안선해안선

소계소계 전전 답답 계계 유인도유인도 무인도무인도

45.53 15.43 7.88 7.55 25.10 5.0 1.13 15 2 13 80.30km

기반시설

도로(㎞)도로(㎞) 하천(개소/㎞)하천(개소/㎞) 수리시설(개소/몽리면적ha)수리시설(개소/몽리면적ha)

국도국도 지방도지방도 군도군도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기 타기 타 계계 준용 하천준용 하천 소하천소하천 계계 저수지저수지 대형 관정대형 관정 중형 관정중형 관정 소형 관정소형 관정

17.9 6.8 21.9 17.9 29.1 6/9.2 1/3.4 5/5.8 1,100 10/501.5 14 2 1,059

사회복지

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등록수등록수 기초연금기초연금 독거 노인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아 동가정위탁 아 동

가구가구 인원인원 가구가구 인원인원 가구가구 인원인원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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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52 479 1,691 598 9 25 - -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등록수등록수 기초연금기초연금 독거 노인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아 동가정위탁 아 동

가구가구 인원인원 가구가구 인원인원 가구가구 인원인원

농·축산업

미곡 미곡 
(40kg/가마)(40kg/가마)

맥류(40kg/가마)맥류(40kg/가마) 유 자(ha)유 자(ha) 가축사육두수(두)가축사육두수(두)

계계 맥주보리맥주보리 쌀 보리쌀 보리 가구가구 면 적면 적 계계 소소 돼지돼지 염소염소

14,092 - - - 320 150 5,304 4,420 323 561

수산업

어업권 (건/㏊)어업권 (건/㏊) 육상양식(어가/만미)육상양식(어가/만미) 해상양식(어가/대)해상양식(어가/대)

선 박(척)선 박(척)

마을어업마을어업 해조류해조류 어류어류 패류패류 기타 복합기타 복합 넙치넙치 전복종묘전복종묘 굴굴 매생이매생이 미역미역

18/
1146.6

55/
1329.4

6/
16.9

42/
353.4

19/
187.0

21/
2,880

68/
21,962

200/
3,000

216/
17,483

140/
3,432

793

교육문화

기관단체기관단체 학교(학생수)학교(학생수) 종교종교

계계 면사무소면사무소 파출소파출소 우체국우체국 면대본부면대본부 금융금융 고금119안전센터고금119안전센터 요양원요양원 기타단체기타단체 초등(1)초등(1) 중등(1)중등(1) 고등(1)고등(1) 사찰사찰 교회·성당교회·성당

32 1 1 1 1 4 1 1 22 143 77 51 4 9

주요기관주요기관

연번연번 기 기 관관 주 주 소소 전화번호전화번호

1 고금면사무소 고금면 농상도남길 24 550-6400

2 고금파출소 고금면 고금동로2번길 16 553-0113

3 고금고등학교 고금면 고금로684번길 15 553-1207

4 고금중학교 고금면 농상도남길16-38 553-1302

5 고금초등학교 고금면 고금동로17-33 555-5311

6 예비군고금약산면대 고금면 농상도남길 24 553-1113

7 고금우체국 고금면 고금동로2번길 18 553-1004

8 완도농협고금지점 고금면 고금동로2번길 26 553-1988

9 완도․금일수협고금지점 고금면 고금동로2번길 2-1 553-1211

10 강진완도축협고금지점 고금면 고금동로 27 553-1988

11 해남소방서 119고금안전센터 고금면 고금동로 266 530-0938

12 고금요양원 고금면 가교길 30 554-2335

COPYRIGHT ⓒ WANDO-GUNWANDO-GUN . ALL RIGHT RESERVED.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목차
	고금면 - 일반현황
	일반현황
	지역특성
	행정구역 , 공무원
	가구 , 인구
	면적(㎢) , 도서(개소)
	기반시설
	사회복지
	농·축산업
	수산업
	교육문화

	주요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