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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
서

전화번
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④ 산방산삼월삼짇날축
제

2014.04.02.~2
014.04.02.

- 산신제, 개회식
- 초청공연 (초청가수, 
즉석노래자랑), 등산
- 폐회식

3,000 0 3,000 관광과 055-639
-4173

2 ⑥
망향제 및 
반공애국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2014.10.02.~2
014.10.02.

먕향제 및 반공 희생자 합동위령제
- 참석인원 : 1,000여명 9,000 0 9,000 관광과 055-639

-4183

3 ③ 체육인의 밤 행사 2014.12.11.~2
014.12.11.

거제시 체육회 연말 총회
- 감사패, 공로패 전달
-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시상
- 체육인 화합행사

3,500 0 3,5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4 ③ 전국 복싱대회 2014.06.14.~2
014.06.15. 생활체육 전국 복싱대회 개최 4,000 0 4,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5 ③ 생활테니스연합회장
배 전국테니스대회

2014.11.05.~2
014.11.09.

생활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 개최 9,000 0 9,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6 ③ 거제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2014.12.06.~2
014.12.07.

거제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9,000 0 9,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7 ③
거제시배드민턴연합
회장기 경남 
동호인대회 

2014.10.12.~2
014.10.12.

거제시배드민턴연합회장기 경남 
동호인대회 9,000 0 9,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8 ③ 거제시 계룡산 임도 
달리기 대회 

2014.07.20.~2
014.07.20. 거제시 계룡산 임도 달리기 대회 9,000 0 9,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9 ③ 블루시티 태권도 
한마음 대회

2014.02.22.~2
014.02.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태권도 대회 개최 5,000 0 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0 ③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2014.11.02.~2
014.11.02. 수영대회 개최 9,000 0 9,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1 ③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2014.11.30.~2
014.11.30. 사격대회 개최 5,000 0 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3

12 ③ 거제시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2014.11.15.~2
014.11.16.

사업기간: 2014.11.15~11.16
참가규모: 140여명 참가 5,000 0 5,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3 ③
거제시장배 
거제시생활전국휘트
니스대회

2014.12.06.~2
014.12.06.

거제시장배 
거제시생활전국휘트니스 대회 7,200 0 7,2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4 ③ 거제시장애인생활체
육대회

2014.11.19.~2
014.11.19.

사업기간:2014.11.19
7종목 500여명 참가 9,000 0 9,0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5 ③ 거제시 생활체육인의 
밤

2014.12.18.~2
014.12.18.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생활체육인 관계자 격려 3,500 0 3,500 교육체

육과
055-639
-3904

16 ④ 기로연행사 2014.11.07.~2
014.11.07.

- 거제향교에서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기로연(耆老宴: 일종의 
경로잔치) 행사 개최

4,000 0 4,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17 ④ 거충사 제례봉행 2014.10.08.~2
014.10.08.

- 이충무공 및 거제 출신 선무원종 
22공신 추모 및 제례봉행 2,000 0 2,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18 ④ 의종 추념식 2014.10.25.~2
014.10.25. - 제6회 의종 추념식 개최 2,000 0 2,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19 ④ 거제윈드오케스트라 
정기공연

2014.10.18.~2
014.10.25.

- 거제윈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 10.18. 거제시복지회관 
나눔 한마당 / 10.25. 
거제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3,000 0 3,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0 ④ 거제수산별신굿 행사 2014.01.30.~2
014.01.31.

- 2014년 거제수산별신굿 행사 
개최 : 산신제, 일월맞이굿, 
당산굿, 용왕굿 등

3,500 0 3,5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1 ④ 독서감상문 공모전 2014.07.20.~2
014.11.30.

- 제13회 독서 감상문 공모전 개최 
: 시상식(12.12) 2,000 0 2,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2 ④ 반곡서원 제례봉행 
행사

2014.04.01.~2
014.04.11. 반곡서원 제례봉행 행사 3,000 0 3,000 문화공

보과
639-340
4

23 ④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2014.07.24.~2
014.07.24.

- (사)한국음악협회 거제지부의 
제5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개최

3,000 0 3,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4 ④ 전국국악정가 
경창대회

2014.11.08.~2
014.11.08.

- 제14회 전국국악정가 경창대회 
개최 : 11.8.(토), 거제시 
여성회관 대강당

7,000 0 7,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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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④ 거제향교 석전대제 2014.05.11.~2
014.09.03.

- 제례봉행 행사 개최(3회) : 춘기 
석전대제(5.11), 추기 
석전대제(9.3)

6,300 0 6,3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6 ④ 죽림별신굿 행사 2014.02.01.~2
014.02.02.

2014. 2. 1. : 들맞이 당산굿 시연
2014. 2. 2. : 일월맞이, 시석 3,000 0 3,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7 ④ 한국문학심포지엄 
행사

2014.06.28.~2
014.06.29.

6․25전쟁과 거제포로수용소 및 
통일과 관련된 문학심포지엄
거제둔덕기성과 의종을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문학 콘텐츠 
개발 자원의 공연제작 및 발표

4,331 0 4,331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8 ④ 거제드림싱어즈 
음악회 공연

2014.10.30.~2
014.10.30.

2014년 거제드림싱어즈 음악회 
공연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10.30.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다양한 레퍼토리의 
합창퍼포먼스 제공

5,000 0 5,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29 ④ 거제오광대 정기공연 2014.12.21.~2
014.12.21. 거제오광대 전통탈춤 공연 2,000 0 2,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30 ④ 이충무공 추모제 및 
수륙대재

2014.05.11.~2
014.05.11.

이충무공 추모제 및 수륙대재 : 5. 
11. 아주동 옥포정 2,000 0 2,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31 ④ 연변청마문학 기행 2014.07.01.~2
014.07.04.

연변일대 청마유적지 탐방, 
연수중학교 장학금 및 기념품 전달 5,000 0 5,000 문화공

보과
055-639
-3395

32 ① 거제시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2014.06.21.~2
014.06.21.

관내 초등학교를 대표한 중창단 
동요 부르기 대회 4,500 0 4,500 사회복

지과
055-639
-3823

33 ①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2014.11.08.~2
014.11.08. 아동위원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2,500 0 2,500 사회복

지과
0556393
823

34 ① 거제시 초중고생 
문예작품 발표회

2014.11.08.~2
014.11.08. 초중고생 문예작품 발표 및 감평회 3,500 0 3,500 사회복

지과
055-639
-3823

35 ③ 도전 거제여성 
페스티벌

2014.07.04.~2
014.07.04.

*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동아리 
경연 대회 8,000 2,200 5,800 여성가

족과
055-639
-4943

36 ③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2014.05.21.~2
014.10.23.

2014년도 행사명 : 거제시 
보육교직원 위안의 밤 
일시 : 2014.10.23.(화) 19:10 ~ 
20:30
장소 : 거제시 실내체육관
참석 : 1,000여명

4,500 0 4,500 여성가
족과

055-639
-4963

37 ③ 보육교직원 연수회 2014.10.23.~2
014.10.23.

보육교직원  위험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
(2014년도 행사명 : 
거제시보육교직원특별강연회)
일시 : 2014.10.23.(화) 18:10 ~ 
19:10
장소 : 거제시실내체육관
인원 : 1,000여명

2,700 0 2,700 여성가
족과

055-639
-4963

38 ③ 어린이 건전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2014.11.27.~2
014.11.27.

각 어린이집별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시연자에 대하여 포상
(2014년도 행사명 : 
거제시어린이집 우수사례발표 및 
문화체험행사)
일시 : 2014.11.27.(목) 17:30 ~
장소 : CGV거제영화관
인원 : 250명
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및 영화관람

5,000 0 5,000 여성가
족과

055-639
-4963

39 ⑥ 장승포 산사태 추모식 2014.06.25.~2
014.06.25. 고인에 대한 헌화 및 분향 1,000 0 1,000 장승포

동
0555-63
9-6751

40 ② 구조라마을 전통한과 
만들기 체험

2014.07.30.~2
014.08.03.

구조라관광어촌정보화마을 
전통한과(강정)만들기 
체험행사(바다로세계로 행사장, 
구조라한과체험학습장)
- 참여인원 : 504명

3,000 1,000 2,000 정보통
신과

055-639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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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② 어구마을 전마선낚시 
대회

2014.10.25.~2
014.10.25.

- 장  소: 둔덕면 어구마을 앞바다
- 참석인원: 40척(80명)
- 방 법: 마을 앞 어장을 구역별로 
정하여 행사당일 현장에서 조별 
번호 추첨 후 지정된 장소에서 
전마선을 타고 낚시

3,000 1,000 2,000 정보통
신과

055-639
-4014

42 ③ 신년인사회 2014.01.06.~2
014.01.06. 신년인사회 5,000 0 5,000 행정과 055-639

-3313

43 ⑥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2014.10.25.~2
014.10.2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 유교, 불교식 추모제 봉행
- 승무, 살풀이 춤 등 위안 공연

5,000 0 5,000 행정과 055-639
-3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