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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세지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미, 상원, 개로, 지동, 동신, 송정, 유곡, 부치, 장재, 와동, 평촌, 죽두, 다동, 전왕, 상사, 쌍교, 반

고, 평죽, 성내, 봉정, 용산, 죽산, 풍안, 학산, 월대, 계양, 양곡, 서촌, 광척, 반월, 신촌의 31개 동리를 관할하던 지죽면과, 도두, 벽류, 산

계, 식산, 내성, 오림, 가지, 화동, 임천, 덕산, 발산, 풍동, 황교, 송촌, 송산, 풍정, 송암, 화산, 평제, 조양, 덕정, 탑동, 열곡, 본촌, 계동의 25

개 동리를 관할하던 세화면, 욱곡면의 구천리를 병합해 세화와 지죽의 머리글자를 따서 세지면으로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현재의 오봉리

동창마을에 두고 지금은 법정리 9개, 행정리 27개를 관할하고 있음

기본현황

행정구역 : 법정리 9개, 행정리 27개, 자연마을 46

면��적 : 30.3 �

가��구 : 1,536세대

인��구 : 2,496명 (남 1,280, 여 1,216)

관 광 지 : 벽산리 벽류정, 송제리 5층 석탑, 배꽃전망대

위치 및 자연환경

위치는 나주시의 남쪽 14km지점에 있으며 북으로는 이창동과 동편에 봉황면, 서편에 왕곡면과 연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영암군 금정

면과 신북면을 경계로 하고 있고, 지세는 납묵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만봉천과 금천이 면의 중심부를 흐르고, 국도 13호선과 23호선이

서쪽과 동쪽을 통과하여 나주호 댐물이 면내 곳곳을 적시고 있어 영농에는 천혜의 조건의 갖추고 있음.

지역특산품은 전국적으로 세지멜론이 유명하고, 토하젓, 나주배, 화탑한우, 민물참게장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가구 및 인구수

세 대 수

인 구 수

계 남 여

1,536 2,496 1,280 1,216

면적 및 행정구역

면 적 (ha) 행 정 구 역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법정리 운영리 반

3,002,4 321.5 1094.7 96.6 792.7 696.9 9 27 54

인사말 일반현황(선택됨) 청사안내 행정조직 안내지도

마을소개 공지사항 주요기관/단체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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