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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2014.07.30.~2
014.08.03.

- 해양스포츠대회 : 
국제핀수영대회 외 5종목
- 블루페스티벌 : MBC가요베스트, 
바다가 보이는 라디오, 7080 
콘서트 등 공연행사 
- EXCITING, ENJOY : 구조라 
익스트림 존, 어린이 버블풀 등 
체험․이벤트행사

480,000 0 480,000 관광과 055-639
-4173

2 ④ 송년불꽃축제 2014.12.31.~2
014.12.31.

- 식전 공연행사, 공식행사, 
불꽃행사
- 체험․부대행사

94,500 0 94,500 관광과 055-639
-4173

3 ④ 신년해맞이 행사 2015.01.01.~2
015.01.01.

- 식전행사 : 새해길놀이, 
새해소망 소원지쓰기, 희망콘서트 
등
- 공식행사 : 개회식, 신년사, 
새해복떡 컷팅, 새해 기원무 등
- 식후행사 : 새해복떡나누기, 
타악 퍼포먼스 등
  - 나눔행사 : 어묵국 나누기, 
유자차, 커피 무료제공
  - 체험행사 : 신년포토존 및 
소원성취 대북타고 운영

20,000 0 20,000 관광과 055-639
-4173

4 ④ 거제도국제펭귄수영
축제

2014.01.18.~2
014.01.18.

- 국제펭귄수영대회, 
황금광어잡기, 펭귄미인선발대회
- 축하공연, 프린지공연 등 
공연행사
- 먹거리나눔코너 등 
체험․부대행사, 나눔행사

35,000 0 35,000 관광과 055-639
-4173

5 ③ 홍명보장학재단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2014.01.17.~2
014.01.22.

전국 유소년축구클럽대항 축구 
경기
- 55개팀

150,000 30,000 120,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6 ③ 거제시장기 전국 
남여궁도대회

2014.07.19.~2
014.07.21.

ㅇ 거제시장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 
개최 40,000 0 40,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7 ③ 거제시장배 
스토브리그 야구대회

2014.01.01.~2
014.01.28.

ㅇ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 22개팀 
500여명 참가 15,000 0 1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8 ③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2014.09.25.~2
014.09.26.

거제시 관내 초중등학생 
체육대회(육상) 15,000 0 1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9 ③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2014.07.06.~2
014.07.20.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행사기간 : 
2014.7.6~2014.7.20(15일간) 
행사종목 : 축구외 15개

23,934 4,000 19,934 교육체
육과

639-390
4

10 ③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4.09.25.~2
014.09.25.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15,000 0 1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1 ③ 거제시장기 
경남게이트볼대회 

2014.06.18.~2
014.06.18.

거제시장기 경남 게이트볼 대회 
개최 16,000 0 16,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2 ③ 거제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2014.03.30.~2
014.03.30. 거제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10,000 0 10,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3 ③
거제시장배 전국 
우수학생 축구 
스토브리그

2013.12.26.~2
014.01.17.

- 전국 우수학생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28팀 3,000명정도 참여

70,000 0 70,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4 ③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및 
블루시티컵 대회

2014.11.29.~2
014.11.30.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 개최 : 
400여명 참가 13,500 0 13,5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5 ③ 국민생활체육 
대천하장사 씨름대회

2014.11.20.~2
014.11.23. 전국단위 씨름대회 개최 150,000 0 150,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6 ③ 거제시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2014.03.02.~2
014.12.31. 10종목 체육대회 개최 35,000 0 3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7 ③
거제시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

2014.01.01.~2
014.12.31.

종목별(17종목,24개대회) 각종 
체육행사 지원 45,000 0 4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8 ④ 명사바다영화제 2014.08.05.~2
014.08.13.

- 문화공연(거리공연팀)
- 영화상영 7편(겨울왕국, 
아이언맨3, 조선미녀삼총사, 
변호인, 전국노래자랑, 
집으로가는길, 퍼시픽림)

15,774 0 15,774 남부면 0556396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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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④ 거제섬꽃축제 2014.11.01.~2
014.11.09.

남부해양성기후농업및아열대농업 
전시,국화분재및조형물 
제작전시및문화예술공연,농특산
물및향토음식판매

445,000 137,424 307,577 농업개
발과

639-644
3

20 ④ 청마꽃들 개장행사 2014.06.19.~2
014.10.14.

청마꽃들주변 코스모스 꽃 축제 
개최 526,208 190,000 336,208 농업지

원과
055-639
-6384

21 ④ 옥포대첩기념제전 2014.06.10.~2
014.06.16.

- 제례봉행, 서예,미술 등 
단위행사 28,255 0 28,255 문화공

보과
055-639
-3393

22 ④ 전국합창경연대회 2014.09.19.~2
014.09.19.

- 전국 아마추어 합창단 합창 
경연대회(17개팀) 74,284 18,094 56,190 문화공

보과
055-639
-3393

23 ④ 거제예술제 2014.10.01.~2
014.10.22.

- 시화전 시낭송,연극협회 
정기공연,시민체험행사,음협 
정기공연,사진작기 정기 회원전
- 국악협회 풍물공연, 무용협회 
공연(거제도), 연예예술인 
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80,000 0 80,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3

24 ④ 거제선상문학제 2014.06.28.~2
014.06.29.

선상문학의 밤, 선상백일장, 
청마시낭송대회 등 35,000 0 35,000 문화공

보과
0556393
393

25 ④ 청마문학제 2014.09.26.~2
014.09.27.

청마문학상 시상, 
청마문학세미나, 전야제 및 
기념식, 청마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등

39,568 0 39,568 문화공
보과

0556393
393

26 ④ 바다미술제 2014.07.16.~2
014.07.30.

설치미술전, 사생대회, 예술체험, 
전시 등 20,000 0 20,000 문화공

보과
0556393
393

27 ① 세대초월 
청소년스타킹대회

2014.10.11.~2
014.10.11.

-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생 및 학부모 중 예심을 
통해 뽑힌 약12개팀이 공연
- 인기초청공연 3팀 공연

10,000 0 10,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8 ④ "the classic 경남" 
음악회

2014.05.15.~2
014.05.15.

- KNN창사 19주년 기념『The 
Classic-경남』공연 
  : 오충근 마에스트로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살바토레 
아카르도(바이올린), 
임웅균(성악), 송소희(국악) 
    출연 클래식 음악 공연

10,000 0 10,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9 ④ 희망콘서트(블루시티 
관현악단)

2014.12.02.~2
014.12.02.

- 블루시티 관현악단 연주, 독창 
또는 악기 독주, 합창단 연주, 
관현악단+합창단 공연

10,000 0 10,000 문화공
보과

0556393
395

30 ④ 찾아가는 예술활동 2014.06.17.~2
014.09.24.

-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1 : 
애니메이션&인형극(6.17.화 
19:30~), 거제예술회관 소극장
-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2 : 
춤의향기 따라간 
그곳에는(9.24.수  19:30~), 
거제예술회관 소극장

12,000 3,760 8,24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31 ④ 전통민속예술축제 2014.11.02.~2
014.11.02.

제3회 전통민속예술축제 : 11.2. 
거제시농업개발원 섬꽃축제 
행사장,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소속 6개단체 공연

10,000 0 10,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32 ③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2014.11.08.~2
014.11.08.

거제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 11.8. 
거제시농업개발원 특설무대, 
전국에서 모인 직작인밴드의 
경연대회 및 초대가수의 축하무대

80,000 0 80,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33 ④ 거리 프린지 공연 2014.06.01.~2
014.12.31. 거리공연 8회, 정기공연 1회 10,000 0 10,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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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②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

2014.12.20.~2
014.12.21.

- 사전행사 : 영상물 상영, 모듬북 
및 퓨전공연, 개막식, 폐막식
- 공연행사 : 중국기예단서커스, 
초청가수, 직장인 밴드페스티벌, 
불꽂쇼
- 먹거리행사 : 대구떡국 나누기, 
수산물먹거리장터, 온음료 나누기
- 참여행사 : 대구직거래장터, 
대구수산물현장경매, 
시민노래자랑, 소원지 트리
- 체험행사 : 맨손대구잡기, 
대구사랑미션맨, 어린이 
페달보트체험, 
수산물펄러비즈만들기, 
대구어탁뜨기 등
- 부대행사 : 수산물 홍보관, 
수산물 직거래장터, 외포항 불꽃 
축제 등

50,000 20,000 30,000 어업진
흥과

639-429
3

35 ① 거제시 청소년 
문화축제

2014.11.15.~2
014.11.15.

1. 기념식(청소년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
2. 경연마당(청소년 방송댄스, 
POP페스티벌, 청소년 축구대회)
3. 놀이마당(물풍선 던지기, 
젠가, 컵쌓기 등)
4. 체험마당(시민단체 및 
학생부스운영 13개)
5. 어울마당(식전공연, 기념식, 
행운권 추첨 등)

36,000 0 36,000 여성가
족과

0556394
954

36 ① 청소년 문화존 2014.04.12.~2
014.11.15.

․ 1회 
어울림(2014.04.12)-나라사랑 
페스티벌                    ․ 2회 
어울림(2014.07.19)-힐링, 
찾아가는 음악회․ 3회 
어울림(2014.08.02)-청소년문화 
콘서트                    ․ 4회 
어울림(2014.08.09)-나라사랑 
플래시몹․ 5회 
어울림(2014.09.13)-청소년문화 
브라이어티              ․ 6회 
어울림(2014.09.27)- 청소년 
길거리 공연․ 7회 
어울림(2014.10.11)-거제해양환
경축제                     ․ 8회 
어울림(2014.11.01)-공정무역 
페스티벌       ․ 9회 
어울림(2014.11.15)-커버댄스 
페스티벌

28,000 19,600 8,400 여성가
족과

0556394
954

37 ②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추첨

2014.01.01.~2
014.12.31.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경품 추첨 행사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 경품내역 : 66명 10,000천원 
상당 상품권 지급

20,000 0 20,000 조선경
제과

055-636
-4115

38 ⑥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미니월드
컵)

2014.10.11.~2
014.10.11.

1. 식전 축하행사
2. 체육행사 : 축구
3. 민속행사
4. 화합행사

30,000 16,000 14,000 조선경
제과

055-639
-4115

39 ③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가족한마당행사

2014.11.30.~2
014.11.30.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14,807 0 14,807 조선경

제과
055-639
-4123

40 ⑥ 외국 선주사 초청행사 2014.11.07.~2
014.11.07.

외국 선주사 초청 행사(간담회, 
공연 등) 20,000 0 20,000 조선경

제과
055-639
-4123

41 ①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

2014.04.15.~2
014.10.20.

지역 중소기업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 기회 제공 30,000 0 30,000 조선경

제과
055-639
-4123

42 ⑥ 보훈가족 보훈행사 2014.10.21.~2
014.10.21. 보훈가족 위로 공연 15,000 0 15,000 주민생

활과
055-639
-3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