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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일반현황

지역특성

51개의 유ㆍ무인도로 형성되어 있고 동남쪽의 소안, 보길도가 위치하고 있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음

육지의 최남단 땅끝과 직선9Km, 완도 화흥항과 직선 9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지 개발 적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보길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경유지 역할을 함

수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곡을 자급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구조 형성

간척등으로 넓은 평야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염전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새우양식을 하고있음

광석 매장량이 많아 2개소의 광산에서 납석생산

현황
(2023. 1. 31. 기준)

면적면적 인구인구 산업구조산업구조 행정구역행정구역

31.84㎢(郡의 8.1%) 
전답 12.43㎢ 
임야 19.09㎢ 
기타 0.324㎢

인구 2,620세대 /
4,928명

농수산업 70% 
서비스업 20% 

기타 10%

법정리 10 
행정리 26 

반 166

주요 특산품

전복 : 6,556톤, 170,456백만원/연간판매(완도군 생산량의 35%)

김,파래 : 8,286톤, 9,269백만원/연간판매(완도군 생산량의 15%)

노화읍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장 현황노화읍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장 현황
(2023. 3. 31. 기준)

연번연번 단체명단체명 성명성명 비고비고

1 노화읍장 김준혁 이목리

2 노화파출소장 박주영 이목리

3 노화해양경찰파출소장 소경근 이목리

4 노화고등학교장 박진 포전리

5 노화중학교장 황미경 포전리

6 노화중앙초교장 신연심 이목리

7 노화초교장 서원채 도청리

8 노화북초교장 진복순 신목리

9 노화농협장 김중량 이목리

인사말 유래 및 연혁 일반현황 업무소개 마을소식 포토앨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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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화농협장 김중량 이목리

10 노화읍대장 송종협 포전리

11 노화우체국장 서정우 이목리

12 완도소안수협노화지점장 이승화 이목리

13 노인회장 박복열 이목리

14 번영회장 김영락 삼마리

15 주민자치위원장 김남일 천구리

16 이장단장 김광근 미라리

17 청년연합회장 김영무 북고리

18 수산경영인협의회장 정명훈 당산리

19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두식 이목리

20 노화읍여성단체협의회장 노경자 미라리

21 새마을부녀회장 김연숙 소당리

22 노화자원봉사회장 장금례 충도리

23 노화나눔적십자회장 박경자 이목리

24 생활개선회장 이연희 천구리

25 농촌지도자회장 박명상 포전리

26 농업경영인협의회장 전운서 이목리

27 어촌계장단장 김광근 구목리

28 전복협회장 김광근 신리

29 생활체육회장 박은준 잘포리

30 의용소방대장(남) 최철수 이목리

31 의용소방대장(여) 문금애 이목리

32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양동 포전리

33 생활안전협의회장 서종기 이목리

34 사)노화방범대장 박재웅 당산리

35 지역자율방재단장 김도선 신리

36 노화행동우회 박태현 이목리

연번연번 단체명단체명 성명성명 비고비고

2023년 마을별 인구 및 책임자 현황2023년 마을별 인구 및 책임자 현황
(2023. 3. 31. 기준)

마을마을

총인구 및 가구수총인구 및 가구수 경지면적(㎢)경지면적(㎢) 이 장이 장 부녀회장부녀회장 어촌계장어촌계장

가구가구 계계 남남 여여 계계 전전 답답 임임 기타기타 성명성명 성명성명 성명성명

계 2,620 4,928 2,517 2,411 31.84 8.60 3.83 19.09 0.32 　 　 　

이목1구 319 575 293 282 0.49 0.16 0.28 0.05 곽학천 김송자

김귀수

이목2구 206 376 193 183 0.56 0.14 0.41 0.01 이권철 박종임

포전리 175 348 182 166 1.56 0.31 0.29 0.88 0.08 전용수 허옥이 전운서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도청리 92 174 80 94 1.10 0.37 0.24 0.42 0.07 김성순 이승자 박재평

소당리 30 51 23 28 1.02 0.23 0.06 0.73 진심호 오미정 -

잘포리 114 264 138 126 1.10 0.27 0.06 0.75 0.02 김동식 레티쭉린 이승삼

대당리 39 65 22 43 0.88 0.35 0.19 0.34 최철권 최지선 -

염등리 28 44 23 21 0.63 0.24 0.10 0.27 0.02 박진국 황말임 -

당산리 164 345 180 165 1.86 0.50 0.12 1.24 최명남 이은자 황선영

노록리 16 30 17 13 0.48 0.09 0.39 박순종 박효자 허 훈

삼마리 67 133 65 68 1.15 0.29 0.23 0.63 김홍범 유선경 김영옥

미라리 124 307 153 154 0.74 0.24 0.06 0.44 김찬호 최서은 박정언

북고리 127 267 145 122 1.22 0.30 0.09 0.83 정진수 김선희 공현웅

신 리 104 194 99 95 1.56 0.38 0.19 0.99 김광근 안명자 김성민

양하리 48 79 36 43 1.64 0.35 0.17 1.10 0.02 신광일 문형숙 -

신목리 40 80 37 43 0.76 0.31 0.22 0.23 김금철 최경심 김금철

마삭리 15 19 12 7 0.22 0.05 0.17 공용복 양영례 공용복

구목리 71 126 64 62 3.01 0.59 0.28 2.14 이종만 이미정 이경렬

석중리 81 129 57 72 1.40 0.60 0.38 0.41 0.01 김미진 김미진 -

동고리 131 206 112 94 2.47 0.73 0.29 1.44 0.01 고정식 이희순 고래완

천구리 65 105 56 49 1.25 0.30 0.15 0.78 0.02 이창엽 조금례 손원산

충도리 140 262 119 143 2.70 0.70 0.60 1.39 0.01 김성준 허순자 신종주

내 리 209 346 179 167 1.48 0.49 0.08 0.91 이영신 김순욱 최 일

어룡리 22 37 25 12 0.61 0.18 0.43 박영돈 최숙희 김두진

방축리 94 181 102 79 0.94 0.29 0.02 0.63 김태형 박수양 김연수

서 리 93 168 97 71 1.01 0.14 0.01 0.86 윤종철 박미아 김종훈

마을마을

총인구 및 가구수총인구 및 가구수 경지면적(㎢)경지면적(㎢) 이 장이 장 부녀회장부녀회장 어촌계장어촌계장

가구가구 계계 남남 여여 계계 전전 답답 임임 기타기타 성명성명 성명성명 성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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