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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인 구 : 60,024세대, 153,093명
면 적 : 218.32㎢ (시역의 28.4%)
행정구역 : 3읍2면, 166리, 1,590반

행정조직
기 구 : 2국1실2단24과, 3직속기관, 3읍2면, 1의회사무과
인 력 : 672명(본청496, 직속기관66, 읍ㆍ면97, 의회13)

재정현황
2016년 예산규모

일반회계 구조 → 3,809억원

기반시설
도 로 : 총연장 600.8㎞(도로율 23.24%)
주 택 : 56,431호(보급률 121.09%)
주 차 장 : 32개소 1,706면(35,828㎡)
기 업 체 : 578개 업체

찾아가는
현장행정

움직이는
감동행정

인재육성
교육행정

풍요로운
경제행정

함께하는
복지행정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

01
일반현황

02
군정운영

방향

계

4,674

일반회계

3,809

특별회계

865

비고

재정자립도(31.46%)

(단위 : 억원)

세입 세출

정책사업비 81.07%

행정운영경비 10.99%

재무활동비 7.94%

지방교부세 
19.29%

지방세 
26.87%

국고보조금 23.11%

기타 5.26%

시비보조금 
12.47%

조정교부금 8.4%

세외수입 4.6%

슬로건

비  전

군정
방침

군정
방향

•유라시아를 잇는 빛의 실크로드 빛의 도시

•수산해양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 물의 도시

•Job와 Entertainment가 넉넉한 꿈의 도시
(일자리)  (쉴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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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5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2년 연속 수상

2015년 보람과 성과

03
2015년 
보람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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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실 적

‘2012년 대상, 2011년 ․ 2013년 ․ 2014년 최우수상, 2015년 장려상 수상’

지역주민 증가율, 민원행정 체감도, 재정자립도, 예산절감액,
예산대비 사업체 및 취업자수 증가 등에서 최상의 성과를 나타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6년 연속(’10~’15) 우수기관 선정

자체세입 비율, 통합재정수지 비율, 실질수지 비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등이 높게 평가 받음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14~’15) 국무총리상 수상

도시공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전국종합 2위 선정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평가
3년 연속(’13~’15) 우수기관 선정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조사 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이
높게 평가 받음 

■ 201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 장려…………………………………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 우수 ………………………………………………행정자치부

■ 2015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단체 / 우수……………………………………………행정자치부

■ 2015년 자유학기제 추진 우수 협업기관 / 우수 …………………………………………교육부

■ 제7회 방과후 학교대상(지역사회 파트너 부문) / 우수…………………………………교육부

■ 2015년 의료급여평가 우수기관 / 우수…………………………………………………보건복지부

■ 2015년 조달이용 우수기관 / 우수 ……………………………………………………………조달청

■ 2015년 하도급 지킴이 우수기관 / 우수 ……………………………………………………조달청

■ 2015년 산림병해충 방제 최우수기관 / 최우수……………………………………………산림청

■ 2015년 구ㆍ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 최우수 …………………………부산광역시

■ 2015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종합평가 / 최우수 ………………………………부산광역시

■ 2015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 우수……………………………………………………부산광역시

■ 2015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 장려…………………………………………부산광역시

■ 2015년 농정시책 추진 평가 / 장려 ……………………………………………………부산광역시

■ 2015년 토요스쿨 운영 우수기관 / 우수………………………………………부산광역시교육청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경영성과부문) / 군단위 2위…………한국공공자치연구원

■ 2015년 지방세 집중정리기간 우수기관 / 장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최초 5년 연속 수상



동남권 방사선 의 ․ 과학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방사선 의 ․ 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1단계 추진(공정률 30%)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조성 완료(2015. 11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추진
(공정률 75%)

세계 원전소재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 개최 (2015. 6. 8.~6 .10.)
•세계 원전소재 도시 간 공동 협력 및 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발상도시 기장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가 지정문화재 및 부산시지정문화재 지정
(총9건)
•국가지정문화재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언해)(보물 제1219-3호)

•시지정문화재 : 기장 장관청, 금산사 산신도,
옥정사 지장시왕도 등 총 8건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추진
•천왕문 개축공사 : 700백만원
•학술발굴조사용역 및 목조건축물 방염공사

: 160백만원

『복군 20주년 기념』제13회 차성문화제 
개최 (2015. 10. 9.~10. 11.)

•고유제, 차성가(임진왜란과 기장의병들) 
특별공연, 읍․면 퍼레이드, 기장향토음식 

요리경연 대회, 기장예술제 등 전통문화 계승
및 재창조 도모, 군민 화합의 장 마련 

『복군 20주년 기념』심포지엄 개최    
(2015. 11. 12.)

•기장군의 발자취와 복군 20년 성과, 현안
과제와 미래지향점 발표 및 토론

임랑문화공원(박태준 기념관) 조성
•문화공원 조성공사 착공(2015. 1월)

「모든 가정이 안심하는 기장」을 위한   
CCTV 구축 및 운영

•방범용CCTV 76대 신설, CCTV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예방 및 대처

방사능방재 역량․인프라 강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확대 ․ 세분화) 
- 기존10Km ⇒ 변경PAZ(예방적보호조치
구역):5Km, UPZ(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2Km

•원전안전과 신설(2015. 8월),「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전면 개정(2015. 12월)

•주민보호조치훈련 실시(2015. 11. 24.) 
: 비상경보방송 취명, 소개차량 동원 등

•방사능방재 물자 및 방호약품 확보, 재배분
관리체계 정비

•비상경보 자동통보시스템 설치(9월) : 10기
•원전소재 인접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및 회의
개최(2015. 5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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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를 잇는 

빛의 실크로드 출발점

수산해양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

OK(Ocean-Kijang) 프로젝트 추진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건축 기초공사 완료, 2015. 11월)

수산물산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 건립

•대변수산물 위판장 건립(2015. 7월) : 3,500백만원

해양생태 복원 등 수산자원 안정적 확보 위한 바다목장 조성 추진

•장안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400ha), 자원조성용 바다숲, 생태자원 조성 등

어항시설 확충을 통한 재해 피해 저감 및 예방

•신암항 외 3개어항 준설, 월내~고리간 해일방제시설 추진, 방파제 보강 등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정비

•만화천, 서부천 주변 차집시설 설치, 정관신도시 제척지 차집관로 설치 
•덕산마을 오수관거 설치, 이곡(곽암)마을 내 통합오수관로 설치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좌광천변 효자(야생화)길 조성 및 구목정공원 장미원 조성
•정관신도시~임랑해수욕장 연결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조성(L=11km)
•건강한 산림공간 확충 : 유아숲 체험장 운영, 도시숲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1,960ha)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운영 : 고품질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95개소) 

빛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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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받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한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 군수실』 운영

100억 장학기금 목표 달성

•조성액 : 10,040백만원(군 출연금 ․ 이자 8,443 지정기탁 1,597)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15. 9월 개관,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세살부터 여든까지 『380프로젝트』”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안심보육 프로젝트 ⇒ 영 ․ 유아 보육지원
- 부모 모니터링 운영, 365맞춤 어린이집 운영, 친환경 농산물 급․간식 지원

•이퇴계 프로젝트 ⇒ 글로벌 인재 양성 
- 기장 영재교육과정,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청소년 영어캠프, 창의과학체험사업 등

•이율곡 프로젝트 ⇒ 평생학습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군민어학당, 군민대학, 찾아가는 우리동네 배달강좌,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야구테마파크 조성

•야구테마파크 부지조성공사 착공(2015. 6월)

세계여자야구월드컵 개최 준비

•세계여자야구월드컵조직위원회 출범(2015. 7월)

메르스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 전개

•살충연막소독과 살균분무소독 병행 실시 및 광역살포『EM(유용미생물)+구연산』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용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배부 등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5. 6. 23.)

•업무협약서 체결(기장군,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영화진흥위원회), 
기장도예촌내 건립

안데르센 극장 개관(2015. 11. 20.)

•국내 세번째 아동 ․ 청소년 전문극장 개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꿈 일자리와 쉴자리가

넉넉한 기장

꿈
영화를 통한 군민의 문화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차성아트홀 누적 관람인원 88,425명, 극장식 서라운드시스템 운영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뮤지컬, 연극 등 11개 작품 44회 공연, 관람객 9,909명

정관도서관 개관 (2015. 8. 4.)

•도서관 야간 연장, 월요일 ․ 국경일 등 휴관일 도서관 전면 개방

기장군립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도서회원증 하나로 대출 ․ 반납이 가능한 통합 One-Stop서비스 제공
•통합 모바일앱으로 365일 도서관 서비스 제공, 통합 전자책 도서관 구축 등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 확충 : 군민 1인당 장서수 1.87권 

•정관(정관어린이)도서관 : 113,530권, 기장도서관(디지털교육정보센터) : 174,096권

민 ․ 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기장 희망울타리사업(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자녀 학습 지원 등)
•희망재능나눔단 운영(595건 서비스 제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운영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종합검진 지원(839명, 지원금 600백만원)

정관 운동클리닉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운동교실 연계,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및 우울증, 스트레스 등 상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고취

•구인구직개척단(1,451개 일자리 발굴), 찾아가는 현장취업정보센터 운영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취업률 69%), 여성친화기업 협약 체결(36개 업체)
•청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 참가기업 169개 업체, 참여인원 10,000여명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 : 참가기업 48개 업체, 참여인원 500여명

노후 ․ 미관저해 간판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노후 ․ 미관저해 간판 정비 : 23개소



2016년 군정운영계획

04
2016년 
군정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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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유라시아를 잇는 빛의 실크로드 출발점

•‘물’ 수산해양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

•‘꿈’ Job와 Entertainment가 넉넉한 기장
(일자리)  (쉴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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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장선 조기 건설 추진

■ 동부산권 Missing Link인 기장선의 개통으로 
동해남부선과 연계한 부산권 도심철도 순환노선 형성
－ 노선구간 : 안평역(철마면)~일광역(일광면)(L=6.9km), 

예비타당성 조사중

유라시아를 잇는 
빛의 실크로드 출발점

동남권 방사선 의 ․ 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 동남권 방사선 의 ․ 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10~’18년)
－ 장안읍 좌동․임랑․반룡리 일원, 부지 1,477,907㎡, 사업비 351,200백만원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10~’18년)
－ 장안읍 임랑리 산47 일원, 부지 130,000㎡, 사업비 290,000백만원
－ 20MW급 연구로 1기, 동위원소 생산 및 중성자 도핑 시설 등

■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10~’17년)
－ 장안읍 좌동리 314 일원, 부지 88,139㎡, 연면적 18,000㎡, 

사업비 195,000백만원
－ 중입자 치료센터, 중입자 가속기 연구 및 조립시설동

■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16~’20년)
－ 장안읍 일원, 부지 33,000㎡, 시설 7,550㎡, 사업비 147,300백만원
－ 해체기술 실증 장치․시설 등이 집적된 연구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 방사선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16~’19년)
－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내 부지 16,500㎡, 사업비 25,500백만원
－ 동위원소 융합기술 사업화 지원시설 구축

■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추진(’17~’23년)
－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내, 부지 33,000㎡, 사업비 209,200백만원
－ 파워(전력)반도체 R&D, 소자공정 및 시험시설 구축 등



역사문화 및 관광도시 기반 조성

■ 기장읍성 및 기장산성 정비
－ 기장읍성 토지 매입(3,000㎡) 및 지장물 철거 :

1,333백만원
－ 기장산성 집수지 복원 : 150백만원

■ 장안사 종합 정비
－ 설법전 및 종합경비센터 실시설계 : 100백만원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 :

142백만원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07~’18년)
－ 장안읍 기룡․장안리 일원, 917,690㎡

(개발면적 292,545㎡), 
사업비 93,000백만원

－ 안데르센극장, 문화체험마을,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야영장, 숙박시설 등

■ 임랑문화공원(박태준기념관) 조성(’12~’16년)
－ 장안읍 임랑리 154-5번지 일원, 부지 5,216㎡, 

사업비 7,733백만원
－ 전시관, 추모홀, 일반수장고, 자료실 조성

■ 사계절체류형명품복합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지원
－ 기장읍 대변 ․ 시랑리 일원, 부지 3,662,725.4㎡
－ 세계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
－ 테마파크, 골프장, 국립과학관, 아울렛몰, 

랜드마크호텔, 프리미엄콘도 

/ 192016 군정계획 18

유라시아를 잇는 

빛의 실크로드 출발점



수산해양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

해양수산자원 조성 및 소득증대 지원

■ 해조류육종 ․ 융합연구센터 건립
－ 일광면 이천리 283번지 일원, 부지 9,637㎡(연면적 3,941㎡) 
－ 사업기간 2013~2016년, 총사업비 14,485백만원
－ 종묘연구 ․ 배양시설, 융합연구시설, 해양수산아카데미관 등

■ 장안해역 바다목장 조성
－ 장안일원 해역 400ha, 해역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
－ 사업기간 2014~2018년, 총사업비 15,000백만원
－ 자원조성용 바다숲, 생태자원조성장, 바다숲보호시설, 종묘방류(이식) 등

■ 해조류ㆍ패류ㆍ어류 군락단지 조성
－ 수산자원 특성 맞춰 서식 공간별 해조류 ․ 패류 ․ 어류특화 군락단지 개발
－ 기장연안 4,861ha, 2014~2030년, 5개년 기준 단계별 추진, 

총사업비 81,000백만원
－ 1단계(2014~2018년) 17,000백만원, 해조류 ․ 패류군락 7,000백만원, 

어류군락 10,000백만원

■ 수산종묘, 패류 매입 방류 및 어장 정화사업
－ 수산종묘 ․ 패류 매입 방류(전복, 개량조개), 양식어장 정화 300ha 등 

사업비 48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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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

■ 수산특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 250백만원
－ 지역수산물축제(미역다시마축제, 기장멸치축제, 

붕장어축제) 개최 
－ 수산물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비 지원,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지원 등

■ 기장 미역 ․ 다시마 특구 활성화
－ 기장 미역 ․ 다시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해조류 육종 ․ 융합연구센터 건립
－ 기장 미역 ․ 다시마 홍보관 설치, 사업비 1,250백만원
－ 미역 ․ 다시마 자연건조장 및 건조기 설치, 

사업비 2,000백만원

연안의 친수화로 해양관광 기반 조성

■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해안 빛 - 로드 구축)
－ 해안경관을 활용한 야간관광자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장읍 죽성리 ․ 대변리 ․ 연화리 일원, 구역별 ․ 테마별 

빛 공원(로드) 구축

■ 연안경관개선사업(’14~’17년)
－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기장 연안의 친수화로 관광

자원 조성
－ 대변 테마광장 조성, 죽도 물양장 ․ 두호외항 

경관개선,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15~’18년)
－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복합 해양공간 조성
－ 해수풀장, 다이빙대, 오토캠핑장, 게스트하우스 조성, 

총사업비 20,000백만원

■ 해안산책로 개설(’15~’19년)
－ 스토리가 있는 해안산책로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안길 조성
－ 총연장 41㎞(기장포구 100리길)의 오감 산책로 조성, 

총사업비 10,000백만원

수산해양과학기술 

르네상스 실현



농업인과 군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형 농업육성

■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환경제어형 원예생산시설 조성 

: 488백만원
－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및 삶의질 향상 : 639백만원

■ 안전하고 품격높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 환경친화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2,162백만원
－ 안전하고 품격높은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 944백만원

■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
－ 축산분뇨처리지원 등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지원

: 225백만원
－ 가축질병 예찰 ․ 방역 및 예방접종, 구제역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 75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물(저수지, 구거, 농로 등) 정비 

: 17건 1,310백만원
－ 저수지, 구거, 농로 주민지원 및 긴급정비사업

: 900백만원

■ 농업현안 문제해결 및 농촌사회 활력화
－ 신기술보급 및 현장애로 해결 시범사업 : 89백만원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 10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전개
－ 핵심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 전문교육 : 152백만원
－ 전통생활자원 전수 보급 및 활동 지원 : 44백만원
－ 농기계 임대, 식물병원(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 

공급 : 288백만원
－ 특화작목 연구개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 62백만원

■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
－ 녹색생활실천교육, 소비자 농산물 가공교육 

: 80백만원
－ 도시농부학교 운영,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 38백만원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EM) 
배양장 건립
－ 기장읍 만화리 317-2번지, 부지 559㎡

(연면적 526.94㎡) : 1,449백만원 
－ 유용미생물(EM) 배양시스템 구축, 교육장, 

실험실 등 설치

환경친화적 공원 ․ 녹지 및 생태하천 조성

■ 좌광천 생태하천 정비 및 연결 산책로 조성
－ 정관신도시~임랑해수욕장 연결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조성(L=11㎞)

■ 장안천 청정문화명소화 사업 추진
－ 하천정비, 친수공원, 생태습지공원 조성, 

총사업비 : 16,400백만원

■ 쾌적하고 건강한 숲이 있는 녹지 조성
－ 등산로 개설 ․ 정비, 보호수 및 노거수 보존, 

유아숲체험장 운영 : 177백만원
－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2,422백만원
－ 도시숲 ․ 명상의 숲 조성 및 녹지 보완 ․ 정비, 

꽃길조성 : 9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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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Job)와 
쉴자리(Entertainment)가 
넉넉한 기장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개최

■ 야구테마파크에서 12개국 선수 및 임원 5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여자야구월드컵 개최
－ 일광면 동백리 일원 일광유원지 야구테마파크내,9.3~9.11. 1,400백만원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으로 세계적 수준의 야구 명소 조성
－ 일광면 동백리 일원 일광유원지내, 2014~2018년, 사업비 11,500백만원
－ 명예의 전당 1동(지상3층, 연면적 3,000㎡)

야구테마파크 조성

■ 야구장 및 야구공원 조성으로 사회인야구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홍보,
외부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일광면 동백리 일원 일광유원지내, 2013~2017년, 사업비 25,500백만원
－ 정규야구장 4면, 리틀 및 소프트볼장 각 1면, 실내야구연습장, 야구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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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행복타운 건립

■ 자족형 정관신도시의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에 대처할 
행정 ․ 문화 ․ 복지종합타운 조성
－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 부지 72,632㎡
－ 체육센터, 다목적운동장, 평생학습관(어린이체험시설), 사회복지관 등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

■ 대규모 영화ㆍ영상콘텐츠 시설 건립으로 
국제적인 영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
－ 기장도예촌 관광지내 249,490㎡, 2016~2020년, 사업비 103,400백만원
－ 대형스튜디오(2개동), 오픈세트장, 디지털 후반작업시설

차성아트홀 상설 문화공연 및 영화관 운영

－ 연극, 뮤지컬(매월 1작품 4회 공연) : 매월 2 ․ 4주 토요일(14시 / 17시)
－ 최신 인기 영화(3D포함) 

: 매주 일요일(11시 / 14시 / 17시)

일자리(Job)와 

쉴자리(Entertainment)가 

넉넉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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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유아 보육 지원  ▷  안심보육 프로젝트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정관읍 방곡리 442, 지상2층(연면적 1,356㎡), 

부지면적 4,000㎡
－ 어린이집(정원 7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센터, 체험실, 맘카페 등) 
■ 안심 ․ 맞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급간식비 지원(190개소 528백만원), 

냉난방비 지원(190개소 143백만원)
－ 365 맞춤 어린이집 운영(2개소 97백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570백만원)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90개소 8,794백만원
－ 아동보육료 지원 : 5,400명 23,137백만원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4,500명 10,094백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 이퇴계 프로젝트
■ 기장군거점영어센터 : 4개소 503백만원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도서관, 정관읍사무소, 

월내복지회관
－ 거점영어센터와 연계한 기장 가족영어체험학습 개최
－ 대상 확대 : 관내 학생(방과후 수업), 초2~중3, 

성인(야간) 
■ 해외어학연수 실시

: 2회 60명(중학생), 409백만원
■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 2회 1,350명, 600백만원

■ 거점중학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412백만원
－ 대학생 멘토링 사업 : 대학생(멘토) 45명, 

중학생(멘티) 135명
－ 기장군 영재교육센터 : 수 ․ 과학 심화프로그램 등

운영

평생학습 지원 및 기반 구축 

▷ 이율곡 프로젝트

■ 사람중심의 군민이 행복한「인문도시 기장」조성
－ 인문대학,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토크콘서트 등

운영 

■ 기장군민대학 운영 
－ 직업능력 개발 ․ 실버 ․ 군민문화 ․ 지역사회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수준별 4개과정 운영

■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
－ 1팀 10명 이상 구성하여 군민이 원하는 

시간 ․ 장소에서 강좌 수강

■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 우수 학습동아리의 강사료, 재료비 등 활동경비 지원

■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 410개 강좌, 다양한 동영상 강좌 제공

(외국어, IT, 자격증, 교양․취미 등)

■ 행복학습센터 운영
－ 13개소,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공간, 

지역특화 및 군민특화 프로그램 운영

“세살부터 여든까지”

생애 전단계 주민 맞춤형 교육

「380프로젝트」추진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대라다목적센터 건립
－ 기장읍 대라리 1,004번지, 부지 668㎡, 건축 982.79㎡(지상4층)
－ 가족자료열람실, 종합자료열람실, 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군민과 소통하는 365일 열린 정관도서관 운영
－ 정보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다변화(통합 One-Stop 서비스 등)
－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연장사업 적극 추진(자료실 22:00까지, 

열람실 365일 24:00까지 상시 개방, 무인도서반납기 365일 24:00까지 운영) 
－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 지원, 장애인 도서택배「책나래」서비스 

■ 지식정보로 미래를 여는 기장도서관 운영
－ 이용자 만족을 위한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바로북, 도서예약제, SMS서비스)
－ 정보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동화배달부, 책나래 등)
－ 야간개관시간 연장 및 휴관일 자유열람실 상시 개방

■ 디지털교육정보센터․정관어린이도서관 운영
－ 추천/희망/신간도서 구입, 디지털신문, DVD 구입 
－ 동화구연과 책읽어주기교실, 유아 독서강좌, 유아 도서관체험교실 운영
－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도서택배서비스)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 조성

■ 교육특성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6,224백만원 지원
－ 무상급식 ․ 우수 식재료 지원, 사교육 없는 교육경비 지원 등

■ 기장군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기장군청소년수련관 3층(상담실, 직업정보실, 진로직업체험실)
－ 진로상담 ․ 적성검사, 진로강좌 개설 운영, 직업체험장 발굴 ․ 연계 등

■ 기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
－ 기장읍 대라리 1,004번지, 대라다목적센터 4층(상담실, 강의실, 심리검사실 등)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2016. 6월 개소)

■ 청소년 창의ㆍ인성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의과학체험사업 및 향토문화재 체험교실 운영
－ 기장 희망꿈나무 멘토링 운영(대학생 멘토 70명, 초등학생 멘티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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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 일광면 동백리 일원, 444,806㎡, 2006~2017년, 

사업비 129,944백만원
－ 국민체육센터 준공, 부지 및 축구장 조성

(1단계 및 2단계 일부준공)
－ 종합운동장, 소프트볼장 1면, 리틀야구장 1면

■ 체육동호인 활성화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 생활체육회 주관 생활체육대회 지원(6개 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10개 대회)
－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어린이 ․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1개소),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2개소)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 위기상황 능동적 대응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생계 ․ 의료지원(219백만원), 

다사랑나누미 긴급지원
－ 기장 희망울타리 사업(95백만원), 희망재능나눔단 운영

■ 저소득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16,00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200백만원), 

자활사업단 운영(1,080백만원)
－ 의료급여 지원(367백만원), 

저소득층 자활 ․ 자립 지원(1,400백만원)

■ 어르신이 편안한 으뜸 노인복지 추진
－ 정관읍 노인복지관 건립 : 연면적 2,909㎡

(지하1~지상3층), 5,000백만원
－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 : 연면적 595㎡(지상3층),

2,260백만원
－ 기초연금 지급 : 65세이상 월 13,800명, 31,596백만원
－ 장수축하금 지급 : 월 1,300명, 486백만원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지원 : 814명 84백만원
－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 470명 418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10개소 275백만원), 

경로당 개보수(350백만원)

■ 일 ․ 가정 양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
－ 출산지원사업(4개사업 948백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4개사업 568백만원)
－ 기장여성대회(800명 23백만원), 

해송합창단 운영(31백만원) 
－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 : 교육지원, 

다문화스쿨 등 11개분야(267백만원) 

■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1,000명 2,130백만원), 

장애수당 지급(1,500명 663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원사업(210명 2,315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지원(250명 512백만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6개소 3,400백만원), 

장애인재활시설 지원(3개소 1,028백만원)

건강 100세 시대를 여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 정관보건지소(맞춤형 복합보건센터) 이전 신축 건립
－ 정관읍 용수리 1,314번지, 연면적 3,405㎡, 

사업비 5,500백만원
－ 주민진료 및 예방시설, 힐링센터, 건강체험관, 

건강증진센터 등 조성

■ 보건사업 다양화로 맞춤건강관리
－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3,000가구),

정신건강증진사업(700건)
－ 치매치료 예방사업(3,100명), 

구강치료 조기발견사업(2,100명)
－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등 : 12,000명
－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 7,196명
－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 건강증진사업

(부산시 3for1 연계)

■ 생애주기별 행복한 기장 만들기
－ 아토피케어푸드센터 운영 : 어린이집 ․ 유치원 아토피

예방 교육 및 대체 레시피 체험 

－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기초 건강측정, 테마별 건강 체조교실(7,000명)

－ 1530 건강걷기 및 하트워킹홀릭 운영 
: 걷기 실천율(49%)

－ 어린이 ․ 청소년 통합비타민교실 운영 
: 절주 ․ 신체활동 ․ 영양교육(3,212명)

－ 지역사회중심 금연클리닉 운영 : 1,500명

■ 임산부 및 영 ․ 유아 건강관리
－ 임산부(2,000명), 영유아(1,000명) 등록관리 

: 산전검사, 영양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
－ 출산장려사업 : 난임부부 지원(320명),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700명)
－ Hello, baby! 구강건강관리사업 : 160명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 기장군민 암종합검진 및 뇌혈관검진 비용지원

(위탁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검진지원 인원 : 1,400명, 사업비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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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읍 노인회관

정관읍 노인복지관



행복공감 친절행정 실현

■ 고객 최우선 민원행정 실시
－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발급기 적극 운영 : 총 9대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월 100회), 공무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월 8회)

■ 고객 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One-Stop」발급 간소화

서비스 제공
－ 민원서비스 멘토제 운영 : 거동불편 군민에게 찾아

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통합민원안내도우미 상시 운영
－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실시 : 수수료 수납 전산화 
－ 수요 야간민원창구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21:00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연면적 6,550㎡, 

지상3층, 199면
－ 기장시장 옥상 방수공사(A=1,500㎡), 

기장시장 안내간판 설치

■ 경영 현대화 촉진
－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점포당 5백만원), 

온누리 상품권 판매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기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 48백만원
－ 기장시장 고객쉼터 조성(80백만원) 및 

방화문 설치(20백만원)
－ 송정시장 아치형 안내간판 설치 : 50백만원

꿈과 희망을 가꾸는 일자리 창출

■ 알찬 일자리정보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 취업정보센터(군청내, 정관읍사무소내) 1개팀(4명)
－ 취업 ․ 채용정보 제공, 구인구직 상담, 직업상담 및

직업진로 설계 ․ 지원 등 One-Stop 토탈케어 
취업서비스 제공

■ 채용박람회 개최
－ 구인 ․ 구직 만남의 장 제공(상 ․ 하반기 각 1회)

■ 구인 ․ 구직 개척단 운영
－ 현장밀착형 구인 ․ 구직 지원 및 찾아가는 

취업연결서비스 제공
－ 1개팀(4명) 구성, 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방문

일자리 발굴

■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대1 맞춤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십,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운영

－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 여성친화협약, 
기업특강 등

■ 지역경제의 중심 사회적(마을)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 기업 인건비 ․ 운영비 지원 : 5개기업, 360백만원
－ 신규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3개기업   

■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추진
－ 공공근로사업 : 분기별 15개사업 418백만원
－ 지역공동체사업 : 반기별 5개사업 219백만원
－ 노인 일자리사업 : 2개사업 2,26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 3개사업 42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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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주고 신뢰받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 안전한 기장 건설을 위한 CCTV 인프라 확충
－ 방범용CCTV 신규설치 40대, 지능형 ․ 차량방범CCTV 신규설치 6대
－ 신설 초등학교 CCTV 56대 연계,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벨시스템(20개소) 구축
－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및 시스템 확충 : 220백만원

■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신속 대처
－ CCTV 통합관제센터「365일 24시간 방범용 CCTV 모니터링」실시

■ 군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 재난대응 체계 구축
－ 환경방사선(능) 탐지시스템 운영

: 이동형 및 무인감시망(주2회), 방사능시료분석(주1회)
－ 방사능방재 순회교육 및 홍보 : 5개읍․면 166개마을 / 초 ․ 중 ․ 고 32개학교
－ 주민보호조치훈련(5월), 방사능방재합동훈련(6월) : 20개기관 4,000여명
－ 원전소재 지자체 협업(분기1회),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1~12월)

■ 밤이 밝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취약지 가로등 설치공사 : 3개구간 105등, 240백만원
－ 이동물양장 조명탑 설치 : 3개소, 105백만원
－ 노후 가로등 및 노후 선로 교체공사 : 206개소, 310백만원
－ 취약지역 및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신설 : 200등, 120백만원

■ 도시 품격을 높이는 거리질서 확립
－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불법간판 전수조사 및 체계적 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5개소
－ 노점상 ․ 노상적치물 야간․공휴일 기동처리반 운영 : 2개반 13명
－ 365일 논스톱 청소기동반 운영(2개조 10명), 노면청소차량(2대) 상시 운영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기반 조성
－ 도로건설(지구단위계획 도로 포함) : 49개소 사업비 30,227백만원
－ 버스승객대기실 확충 및 정비 : 25개소 사업비 227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비 : 5개소 340백만원
－ 공영주차장 조성 : 2개소 사업비 16,760백만원
－ 불법주 ․ 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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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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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성 정비

임랑문화공원 조성

정관도서관 건립 운영(BTL)

기장도예촌 조성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사업명

A=27,473㎡

부지면적 5,216㎡

부지면적 8,000㎡

A=917,690㎡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연면적 982.79㎡

A=444,806㎡

27,902

7,733

29,423

93,000

21,078

2,340

129,944

사업개요 총사업비

1,333

1,254

1,376

152

100

120

9,323

'16년사업비

'99~'18

'12~'16

'13~'20

'07~'18

'13~'20

'13~'16

'06~'17

사업기간

일반공공행정 (단위 : 백만원)

문화 및 관광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두호외항 연안정비사업

사업명

L=618m 3,850

사업개요 총사업비

1,500

'16년사업비

'10~'17

사업기간

환경보호

정관읍 노인복지관 건립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

사업명

연면적 2,909㎡

연면적 595㎡

5,000

2,260

사업개요 총사업비

3,500

1,710

'16년사업비

'15~'16

'14~'16

사업기간

사회복지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
(정관복합보건센터 건립)

사업명

연면적 3,405㎡ 5,500

사업개요 총사업비

2,000

'16년사업비

'14~'16

사업기간

보건

해조류 육종 ․ 융합 연구센터 건립

장안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

장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 조성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 조성

일광해수욕장 개발

사업명

부지면적 9,637㎡

200ha

200ha

A=134,000㎡

주차장 A=11,168㎡, 
상징탑 2개소, 
테마광장 조성 1식

이벤트무대, 무지개다리
(산책로)정비

14,485

10,000

5,000

7,020

3,450

10,966

사업개요 총사업비

5,344

1,300

500

400

240

700

'16년사업비

'13~'16

'09~'18

'14~'18

'16~'18

'08~'16

'04~'20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16년사업비 사업기간

정관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취득

정관신도시 공공청사용지 취득

동남권 방사선 의 ․ 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지원 농림·해양수산 (단위 : 백만원)

A=72,632.3㎡

A=8,376.2㎡

A=1,477,907㎡

A=88,139㎡

27,383

7,721

307,200

25,000

6,383

5,471

20,028

3,000

'12~'16

'14~'16

'10~'17

'10~'16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

소하천(홍류천) 정비

소하천(고촌천) 정비

일광면 이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명

농로 및 도로정비

L=1,140m

L=1,373m

A=23,807㎡

9,703

4,100

2,502

8,835

사업개요 총사업비

576

1,000

1,000

1,000

'16년사업비

'05~'17

'14~'17

'15~'17

'12~'18

사업기간

국토 및 지역개발 (단위 : 백만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명

A=6,550㎡ 16,700

사업개요 총사업비

6,951

'16년사업비

'13~'17

사업기간

수송 및 교통(일반)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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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16년사업비 사업기간

수송 및 교통(도로)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 개설

정관매학리 159-1번지 일원 
도로개설(중2-314)

동백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소2-459)

석산~당사간 도로확포장

월전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중3-422)(중3-7)

용소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오신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소2-604~606)(소3-232~234)

이곡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소2-512~518)

고촌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소2-620)

공수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중3-404호선 외 2)

길천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소3-12)

중리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소2-526)

하근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구기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석산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소2-499~500)(소3-149~150)

신리~개천간(소2-238) 도로개설

대곡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신천마을~우신네오빌 아파트간 
도로개설

와여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소2-494) 개설

문중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2-396,387)

월평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소2-543~546)(소3-166~169)

기장청소년영어캠프(동계)

기장군전통풍어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철마면)

3.1절 기념행사(정관읍)

기장멸치축제

어르신한마당축제
기장미역 ․ 다시마축제
정관읍민체육대회 및 한마당축제
창의과학체험학습(기장읍)
영어체험학습(정관읍)
기장나눔프리마켓

반딧불이 생태학습행사
정관나눔프리마켓

기장여성대회
임랑썸머페스티벌

기장갯마을축제
일광낭만가요제
8 ․ 15 광복기념 정관읍민 친선축구대회
기장청소년영어캠프(하계)

제7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기장붕장어축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창의과학 체험학습(정관읍)
기장나눔프리마켓
정관나눔프리마켓
기장작은음악회

영어체험학습(기장읍)

L=6,180m
B=15~20m

L=1,260m
B=15m

L=299m
B=8m

L=1,260m
B=10m

L=845m
B=12m

L=1,950m
B=6~8m

L=1,056m
B=6~8m

L=1,734m
B=8m

L=422m
B=8m

L=8,040m
B=8~12m

L=480m
B=6m

L=597m
B=8m

L=1,400m
B=8~12m

L=650m
B=6~10m

L=1,250m
B=6~8m

L=984m
B=8m

L=922m
B=6m

L=320m
B=10m

L=917m
B=8m

L=365m
B=8m

L=2,001m
B=6~8m

76,400

5,400

3,227

7,720

7,550

6,100

5,150

6,800

3,800

11,150

3,291

4,100

5,000

5,000

7,900

4,110

3,000

2,300

3,800

3,000

7,600

1,000

700

400

500

1,000

400

600

300

300

300

350

500

400

500

500

500

300

300

200

200

200

'08~'19

'09~'15

'12~'16

'13~'19

'08~'19

'08~'19

'08~'19

'08~'19

'08~'19

'08~'19

'08~'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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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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