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무한 신뢰의 투명 행정 구현

❍ 수요중심, 빠른 행정 실현, 믿음을 주는 실용행정 강화

  (2) 주요 재정 투자

  □ 현장중심, 생활중심, 스피드 행정 추진

○ 연장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생활민원 신속 처리

○ 직원 친절 교육 강화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 시민 참여 행정 실현

○ 시민참여 포인터제 운영 등을 통한 시민 행정 참여 확대

○ 홈페이지 홍보 기능 및 언론매체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행정 홍보 활성화

  □ 창의적 행정실천 기반 마련

○ 직원 현장 교육, 실시성과지표 개발 및 BSC시스템 확장 구축,

○ 행정능률향상 및 정보화 기반구축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일반 공공 행정 분야 48,193 33,202 34,528 37,979 34,034

6.7
 ․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문 842 980 847 849 877

 ․ 지방행정 ․ 재정 지원 부문 1,701 1,864 1,979 2,095 2,111

 ․ 재 정 ․ 금 융 7,318 2,000 1,000 1,000 1,000

 ․ 일반 행정 부문 38,332 28,358 30,702 34,035 30,046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재해․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재해재난 대책 추진

  (2) 주요 재정투자

  □ 재난방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망 확보

○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인명과 시민의 재산보호

○ 각종 재난․재해 위기사태 대비 비상태세확립

○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실시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906 4,343 3,238 3,296 3,160

0.7

 ․ 재난방재 ․ 민방위 5,906 4,343 3,238 3,296 3,160



 3. 교육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평생 학습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다양한 지적욕구 충족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인재육성

  (2) 주요 재정투자

  □ 시민들의 지적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

○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 함양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습 분위기 조성

  □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재 육성

○ 학교정보화 지원, 공정사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여건개선사업 적극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특성화 교육 지원 강화

○ 영어마을 확대 운영 등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교육 분야 6,058 7,149 7,300 7,450 7,600

1.3
 ․ 유아 및 초등등교육,평생 ․ 직업
  교육 6,058 7,149 7,300 7,450 7,600



 4. 문화 및 관광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

  (2) 주요 재정투자 

  □ 낭만이 있는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

○ 매력 있는 볼거리 확충 및 가족을 위한 머무르는 휴식 공간 제공

✦ 포로수용소테마파크조성, 칠천량해전공원조성, 외도관광객안전시설물
설치, 홍포～여차 해안테마공원 조성, 거제 방문의 해 추진 등

○ 알차고 경쟁력 있는 축제․행사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

  □ 생활스포츠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정비

○ 생활체육 및 레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거제스포츠파크확장, 둔덕가족생활공원조성, 거제승마장건립등
  □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

○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호

○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역무형문화 전승 등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문화 및 관광 분야 35,104 30,807 47,023 49,999 46,496

7.4

 ․ 문화예술 부문 4,312 4,458 7,649 6,694 5,785

 ․ 관광 부문 13,363 8,787 13,371 18,673 21,074

 ․ 체육 부문 12,536 12,148 18,997 16,824 13,091

 ․ 문화재 부문 4,893 5,414 7,006 7,808 6,546



 5. 환경보호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2) 주요 재정투자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 환경기초시설 및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 폐기물소각시설설치및쓰레기매립시설설치(증설)사업
✦ 재활용기반시설확충(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자원화시설)

○ 깨끗한 물 환경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상수도시설 확충, 하수관거정비 등을 통한 수질개선 지속 추진

○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주민 식수난 해결

○ 마을하수도 설치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 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

○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등 녹색실천

○ 자전거 이용 생활화, 탄소포인터제 시행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환경보호 분야 99,440 112,590 121,592 100,584 109,502

19.3

 ․ 상하수도수질 부문 64,324 71,210 86,370 87,173 97,279

 ․ 폐기물 부문 33,413 38,136 32,685 11,764 11,697

 ․ 대기 부문 977 860 948 1,253 258

 ․ 자연 부문 726 2,384 1,589 394 268



 6. 사회복지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 낳고․키우고 싶은 출산․보육시스템 확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2) 주요 재정투자

  □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세대 발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행정 정착

○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으로 재활․자립능력 향상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일자리 확대 제공

○ 의료보호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 저 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재정투자 확대

○ 출산장려정책및저소득중산층의육아부담완화를위해보육료지원대상확대

○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노인복지 향상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사회복지 분야 79,998 80,103 87,433 107,411 103,005

16.2

 ․ 기초생활보장 부문 17,578 18,597 19,618 20,630 21,370

 ․ 취약계층지원 부문 14,525 16,149 16,809 17,782
18,546

 ․ 보육 ․ 가족 및 여성 부문 19,563 19,740 19,663 20,262 20,873

 ․ 노인 ․ 청소년 부문 23,075 22,736 28,340 45,604 38,943

 ․ 노동 부문 4,390 1,749 1,861 1,980 2,107

 ․ 보훈 부문 867 1,132 1,142 1,153 1,166



 7. 보건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 확보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2) 주요 재정투자

  □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시민건강권 적극 보호

○ 질병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보건 증진

○ 노령화에 따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위생업소 청결수준 향상으로 관광 거제 이미지 조성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 사각지대 중점관리 실시

○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제 운영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보건 분야 6,074 6,991 7,178 7,372 7,382

1.2

 ․ 보건의료 부문 6,074 6,991 7,178 7,372 7,382



 8. 농림․해양․수산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경쟁력 있게 개발 육성

❍ 지속적인 농․어업인 지원과 다양한 소득원 개발

  (2) 주요 재정투자

  □ 농축수산물 개방에 따른 생명환경 ․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 역점

○ 지역 특성를 살린 고 품질 원예․과수 생산 등 특성화된 농업정책추진

○ 농수산물 수출 전략품종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제거제 지원으로 축산 농가 애로 해소

  □ 농․임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생산기반구축

○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지속 확충

○ 향토산업육성사업(맹종죽, 알로에), 권역단위마을 종합개발 사업 시행으로

농업관광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

○ 난대수목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산림관광자원 육성

  □ 수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 어촌어항복합 공간 조성으로 어업민의 소득증대

○ 어촌정주어항개발, 연안정비사업,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투자로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

○ 마리나 조성, 특화된 해양관광 기반조성으로 해양관광도시 조성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농림해양수산 분야 47,843 76,990 102,539 106,379 118,818

16.0 ․ 농업 ․ 농촌 부문 18,790 29,128 32,700 34,766 47,383

 ․ 임업 ․ 산촌 부문 9,601 10,030 14,763 16,533 18,242

 ․ 해양수산 ․ 어촌 부문 19,452 37,832 55,076 55,080 53,193



 9. 산업 ․ 중소기업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조선․기계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2) 주요 재정투자 

  □ 투자유치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거제 해양휴양특구 조성 등 민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질서가 살아 있는 시장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 산업경제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산업유치를위한대규모산업단지조성등미래

성장동력클러스터구축및산업육성

○조선산업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등투자하기좋은환경조성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산업 ․ 중소기업 분야 3,581 13,560 4,175 4,381 3,603

1.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1,003 4,987 992 858 976

 ․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부문 2,578 8,573 3,183 3,523 2,627



 10. 수송 및 교통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동북아 교통요충지 및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남해안시대 중심축으로 육성

❍ 대전~거제~부산간 U타입의 도로망 지속 확충

❍ 마산~거제간 국도 58호선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발전 도모

❍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시도2호선 , 거제터널 등 지역내 연결 도로망 확충

  (2) 주요 재정투자 

  □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마산~거제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결 도로망 건설 지원

○ 도심 증체 개선을 위한 국도 14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충

○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 조선산업 연결도로 등 기업의 생산․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황덕도 연결도로 등 도서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 편안한 도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 정책 지원

○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물설치․유지관리등교통사고사전예방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수송 및 교통 분야 67,115 71,500 58,108 64,380 73,280

11.9 ․ 도로부문 57,422 50,067 40,646 45,243 58,148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9,693 21,433 17,462 19,137 15,132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 정책 및 투자방향

  

❍ 기초생활권 균형발전 도모 및 미래형 선진도시 건설

❍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 

  (2) 주요 재정투자

  □ 체계적 지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

○ 도서․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개선사업 지속 추진

○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

○ 공원조성 및 관리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오염 및 일반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재난대비 만전

○ 재해위험 소류지 개․보수로 위험요인 제거와 주민피해 제로화 추진

  (3)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571 24,310 34,946 56,420 58,144

6.8
 ․ 수자원 부문 6,266 8,166 10,792 20,208 18,496

 ․ 지역 및 도시 부문 10,904 16,142 16,471 32,993 37,805

 ․ 산업단지 부문 1,401 2 7,683 3,219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