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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현황

❑ 일반현황(2012. 9월말)

○ 인 구 : 234,853명 / 89,871세대 (외국인 제외)

☞ 2011년 동기 대비 증가 인구수 : 4,298명

※ 최근 5년간 우리시 인구증가 현황(연평균 증가율 2.2%)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대수(호) 78,375 83,276 85,351 87,483 89,871

인구수(명) 215,078 223,956 226,871 230,555 234,853

○ 면 적 : 401.62㎢ (경남의 3.8%)

○ 행정구역 : 9면 10동 196마을(리) 164통

❑ 행정조직(2012. 9월말)

○ 기 구 : 3담당관, 2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국, 19면동

○ 공무원 : 1,009명(본청 508, 의회 19, 직속 138, 사업소 77, 면동 267)

❑ 지역사회지표(2012. 9월말 기준)

94% 101.6% 89.38% 86,626대 65개교 44개소

27.1천명

30.8천명



Ⅱ. 재정운용 성과

❑ 시정방향

❑ ‘12년도 재정운용 성과

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취업알선 945건, 취업 290건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 2개소, 162백만원 지원

○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청년일자리사업 등 42개사업, 219명

2. 지역전략사업 육성기반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청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명회 개최 : 20개 업체 4,118억원 MOU체결

○ 일반산업단지 조성 : 모사일반산업단지 승인 등

○ 지역기업 육성 추진 : 35개 업체 방문 의견청취 및 해결

  섬김의 투명행정 나눔과 인재육성   편리한 선진교통

머물고 싶은 거제  화합의 균형발전

활기찬경제 행복한시민미래성장거제

1. 시민중심! 섬김 행정 구현

2. 조선과 관광 동반성장기반 구축    

3. 남해안시대 Landmark 조성

4. 삶이 +α되는 나눔 복지

5. 공감 문화, 감성 예술, 가치 교육

6. 농․어업과 관광의 융․복합화 실현



3.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조성 및 융․복합 산업화로 농식품 부가가치 증대

○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 실현 : 농가소득 안정지원 등 11개 분야

○ 농업기반시설 확충 :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58건 2,762백만원 지원

○ 향토산업육성 역량 강화 : 맹종죽테마공원 조성, 알로에웰빙산업화 등

○ 친환경 축산 및 가축방역 청정화 지원 : 1,655농가

○ 굴패각 친환경처리 및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 16,589톤 정화

4.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개소, 그린홈 100만호 보급 140가구

5.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희망복지지원 활성화

- 긴급복지 지원 22세대, 찾아가는 행복봉사단 운영 등

○ 아동․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20,000여명 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597백만원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강화

-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170백만원

- 기술․기능 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 3개소 1,274명

○ 장애인 생활 활력화 기반조성 : 42개소 9,029백만원

-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등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공급 : 1,209명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 외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6.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산업 육성 및 레포츠 활동 활성화

○ 거제관광투어 우수블로그 선정 :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경관, 음식 등 소개

○ 제51회 경남도민체육대회 및 제15회 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 레포츠 인프라 확대로 시민 여가활동 기반 마련

○ 국민여가 캠핑장 등 가족단위 체험관광 저변 확대

○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창작 공간 조성 : 1개소 300백만원

○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 : 35개 단체 814백만원

7.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실시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7동, 집단마을 지붕개량 200동, 옥상녹화 1동

○ 농어촌도로 지속 확충 : 가배~함박금 도로 확․포장 외 4건 437억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4대) 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20,963건)

○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사업 등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8. 일류 행정 역량 확보

○ 시정현안의 협의․조정기능 강화 : 조정위원회 및 간부토론회 21회

○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구상

- TF팀 구성 운영 : 5개반 74명, 회의개최 21회, 워크숍 1회 등

○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시정구현 : 이동 시장실 운영 8개 면․동

○ 체납세 최소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기반 확충



❑ 완료사업 현황

연번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
(백만원) 완료년도 비고

합계 18개 사업 73,046

1 회계과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1,900 2012

2 회계과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1,700 2012

3 교육체육과 거제 반곡서원 복원공사 2,500 2012

4 교육체육과 하청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1,000 2012

5 조선&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4,975 2012

6 관광과 노을이 물드는 언덕 조성 640 2012

7 어업진흥과 연안 바다목장 조성 1,000 2012

8 도시과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198 2012

9 도시과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182 2012

10 도시과 옥포~덕포 간 도로(대로3-1호선) 확․포장 14,995 2012

11 도로과 산양 우회도로(지방도 구간) 개설 3,596 2012

12 도로과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12,074 2012

13 도로과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2-18호선) 개설 2,954 2012

14 교통행정과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 143 2012

15 보건과 외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200 2012

16 농정과 맹종죽 관광테마공원 조성 3,500 2012

17 농정과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3,741 2012

18 상하수도과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7,748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