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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 위 치

우리 시의 위•경도 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시청 소재지 방  위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동 단 정동면 감곡리
북위 35° 03′
동경 128° 11′

동서간 27.7㎞
남북간 30.4㎞

서 단 곤명면 삼정리
북위 35° 08′
동경 127° 52′

남 단 동서동(신수도)
북위 34° 52′
동경 128° 04′

북 단 곤명면 금성리
북위 35° 09′
동경 127° 58′

[ 제2절 ] 자연환경

가. 지형 및 환경

우리시는 경남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동남쪽은 고성군과 남해군을 경계로 하고 서북쪽은 진주시와 하동군을 경계

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총 398.65㎢이며, 구성비는 임야 58%, 농경지 21%, 대지 3%, 기타 18%로 주로 산악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174.3㎞ 해안선을 따라 10개의 유인도와 35개의 무인도가 있으며, 맑고 깨끗한 청정해

역으로서 수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또한 동남쪽은 각산(410.0m)이 바다로 펼쳐 있어 자연적 방파제 구실을 하고 와룡산(801.4m)이 그 자태를 뽐내

며, 동북쪽은 흥무산(454.7m), 서북쪽은 이명산(570.1m), 봉명산(456.1m), 송비산(243m)이 지리산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산들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으로는 삼천포천, 덕

천강, 사천강, 죽천천, 백천천, 가화강, 곤양천이 흘러 수리 이용이 용이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좋

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 기   후

우리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온화하며 연평균 기온이 13.4℃ 안팎으로 월평균 

기온은 7월이 29.7℃로 가장 높고 1월이 2.3℃로 가장 낮다.

풍속은 연간 1.6m/sec로 여름에는 해양성 열대기권으로부터 불어오는 남동계절풍이 주축을 이루고 겨울철에는 

대륙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강수량은 최근 5년 평균 1,622㎜로서 12월

이 가장 적고 8월이 가장 많으며, 7~8월의 강수량이연간 강수량의 44%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우리 고장의 연 평균습도는 67%이며 여름철에는 79%, 겨울철에는 61%로서 다습한 편으로 작물재배는 물론 인

간생활을 영위하기에 매우 적합한 천혜의 기후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연   대 연               혁

1895. 5. 26. 칙령 제98호(1895. 5.26 공포)로 제23부제 실시에 따라 진주부 사천군이 됨

1912. 8.  1. 부령 제129호(1912. 7.17 공포)로 고성군 남양면, 진주군 문선면을 편입

1914. 3.  1.
부령 제111호(1913.12.29 공포)로 진주군의 축동면, 부화곡면과 곤양군의 서면, 곤양면을 제외한 일원이 

사천군으로 편입

1918. 5. 10. 도령 제7호(1918. 5.10 공포)로 수남면과 문선면을 통합하여 삼천포면이 됨

1918. 7. 수남면과 문선면이 합하여 삼천포면을 설치(10면)

1931. 8. 읍동면을 정동면으로, 읍서면을 사남면으로, 읍남면을 용현면으로 각각 개칭

1931.11.  1. 삼천포면이 읍으로 승격(1읍 9면)

1956. 7.  8. 법률 제390호(1956. 7. 8. 공포)로 삼천포읍과 남양면이 통합하여 삼천포시로 승격(8면)

1956. 7. 8. 법률 제393호(1956. 7. 8 공포)로 사천면이 읍으로 승격(1읍 7면)

1956.10.  1. 삼천포시 조례 제16호(1956.12.20 공포)로 남양출장소 설치

1983. 2. 15.
대통령령 제11027호(1983. 1.10 공포)로 곤양면 가화리 일부를 진양군 내동면에 편입, 서포면 무고 

ㆍ맥사리를 곤양면에 편입

1988. 5. 28. 사천군 조례 제1034호(1988. 5.25 공포)로 평화ㆍ선인ㆍ정의ㆍ수석ㆍ사주동을 리로 개칭

1990. 3. 30. 사천군 조례 제1136호(1990. 3.30 공포)로 축동면 길평리 하동마을을 사남면 유천리에 편입

1995. 5.  1.

삼천포시 조례 제1448호에 의한 행정동 6개동 통합(1995. 4.12공포) 으로 마도ㆍ신수ㆍ늑도동을 동서

동으로, 이궁사동 일부(이홀ㆍ궁지동)를 봉이동으로, 이궁사동 일부(사등동)를 향촌동으로, 실안동을 대방

동으로, 송포ㆍ죽림동을 남양1동으로, 백신ㆍ노대동을 남양2동으로 통합, 늑도ㆍ신수동에 출장소를 설치

1995.5.10. 도ㆍ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 제4948호에 의거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시ㆍ군 통합, 사천시로 개칭

1998. 9. 12.

사천시 조례 제274호에 의한 행정동 통합(1998. 9.12 공포)으로 동서동과 대방동을 동서동으로, 

선구동과 동좌동을 선구동으로, 봉이동과 향촌동을 향촌동으로, 남양1동과 남양2동을 남양동으로 

통합(1읍 7면 6동)

1999. 8. 27. 사천시 조례 제380호(1999. 8.27공포)로 남양출장소 폐지

2003.12. 31. 사천시 조례 제569호(2003.12.31공포)로 늑도출장소 폐지

제1장  연   혁 제2장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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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 면  적

우리시의 총 면적은 398.65㎢로서 지목별로 구분하면 농경지 21%, 임야 58%, 대지 3%, 기타 18%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읍•면•동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2> 읍•면•동별 현황                                                                                                                    (단위 : ㎢)

         용도

읍면동                        
계

농  경  지

임 야 대 지 기 타

전 답

계 398.65 24.79 59.53 230.37 12.81 71.15 

사 천 읍 29.73 2.46 3.31 13.23 1.40 9.3

정 동 면 36.66 1.99 5.10 23.81 1.00 4.76 

사 남 면 42.46 1.34 6.76 24.96 1.27 8.13 

용 현 면 27.86 1.98 7.22 12.12 1.47 5.07 

축 동 면 23.29 2.15 2.42 11.37 0.59 6.76 

곤 양 면 61.15 3.79 7.35 39.88 0.98 9.15 

곤 명 면 69.71 2.41 7.68 46.46 0.99 12.17 

서 포 면 48.08 4.37 10.69 24.78 1.07 7.17 

동 서 동 9.75 1.31 0.59 5.76 0.72 1.37 

선 구 동 3.38 0.35 0.54 1.46 0.46 0.57 

동 서 금 동 0.94 0.05 0.00 0.01 0.38 0.50 

벌 용 동 9.71 0.42 0.77 6.50 0.84 1.18 

향 촌 동 12.62 1.03 3.73 4.83 0.79 2.24 

남  양  동 23.31 1.14 3.37 15.20 0.85 2.75 

[ 제3절 ] 지역특성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45개의 섬들이 바다를 수놓고 있고 166킬로
미터의 리아시스식 해안선은 천연의 갯벌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빚어내고 있으며, 사천만을 중심으로 삼천포항
과 사천공항, 그리고 남해안 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접하는 물류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서 기업하
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위락 및 휴양형 국제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 교통, 항만 
등의 시설확충과 관광지 개발 등 관광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산업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
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비롯해서 항공산업 관련업체가 밀집해 있어 첨단 우
주 항공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천은 첨단산업과 해양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누구나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곳’으로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남해안 경제중심도시로서 당당하게 발돋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사업
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는 앞으로 펼쳐질 남해안 시대의 경제중심도시로서 남해안은 물론, 동북아를 아우르는 거점도시로서 국제
적 위상을 크게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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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 인구 및 가구

우리 시의 2017.12.31.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348세대 117,365명이며 내국인은 114,252명, 외국인은 

3,113명이다. 이 중 남자는 57,476명, 여자는 56,776명이며 읍·면·동별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별 인구 및 가구현황        (2017. 12. 31. 현재)

구    분        
세대수

(외국인제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1,348 117,365 114,252 57,476 56,776 3,113 2,409 704

읍면계 29,122 67,646 66,002 33,536 32,466 1,644 1,156 488

사 천 읍 8,397 19,256 18,876 9,716 9,160  380  260  120 

정 동 면 4,417 11,482 11,364 5,696 5,668  118  65  53 

사 남 면 5,970 15,592 14,948 7,719 7,229  644  488  156 

용 현 면 3,827 8,539 8,437 4,188 4,249 102  48 54

축 동 면 958  1,987 1,824 941 883  163  150  13 

곤 양 면 1,943 3,853 3,774 1,896 1,848  109  89  20 

곤 명 면 1,685 3,165 3,085 1,546 1,539 80 29 51

서 포 면 1,925 3,772 3,724 1,834 1,890  48  27  21 

동 계 22,226 49,719 48,250 23,940 24,310 1,469 1,253  216 

동서동 3,743 7,807 7,399 3,657 3,742  408  363  45 

선 구 동 2,825 6,070 5,792 2,876 2,916  278  251 27

동서금동 2,579 5,333 5,159 2,510 2,649  174  149  25 

벌 용 동 7,227  16,968 16,783 8,274 8,509  185  129  56 

향 촌 동 3,228  7,701 7,337 3,758 3,579  364  326  38 

남  양  동 2,624  5,840 5,780 2,865 2,915  60  35  25

[ 제2절 ] 행정구역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95. 5. 10.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통합으로 1읍 7면 10동으로 구성되었으나, ‘98. 9. 12. 

사천시 조례 제274호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 행정동 통합으로 1읍 7면 6개동으로 조정되었고, 읍면동별 행정

구역은 389개 통, 리, 1,50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별 행정구역 현황        (2017. 12. 31. 현재)

구    분        법정동리
통•리 •반

자연마을 비  고
통 •리 반

계 116 389 1,501 487

사 천 읍 11 37 204 33

정 동 면 10 30 124 37

사 남 면 11 40 113 40

용 현 면 12 31 91 26

축 동 면 7 17 28 37

곤 양 면 13 30 67 69

곤 명 면 16 25 67 78

서 포 면 10 22 66 103

동 서 동 7 35 158 10

선 구 동 3 23 110 5

동서금동 2 17 96 -

벌 용 동 3 42 211 5

향 촌 동 6 20 81 18

남  양  동 6 20 8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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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구표(’17.12.31.기준)   3국 2담당관 22과 102담당[ 제4절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3국(1한시기구), 2담당관, 2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1읍, 7면, 6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의 수는 887명으로 인구 117,365명을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명이 132명의 시민을 담당

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시본청 494명, 보건소 71명, 농업기술센터 50명, 사업소 45명, 출장소 2명, 읍•면•동 

208명, 시의회(사무국) 17명으로 되어 있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직 860명, 지도직 25명, 연구직 1명, 정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기구(2017. 12. 31. 현재)

 - 총괄 : 3국(1한시기구), 2담당관, 2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1읍7면6동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장소

읍  면  동

국 담당관 과 담당 국 담당 소 과 담당 소 담당 읍 면 동

3 2 22
102
(담당)

1 2 2 5
21

(담당)
3 11 1

1
(5담당)

7
(28담당)

6
(12담당)

나. 공무원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

구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시간
선택제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89   

   887

858 1 6 48 228 254 209 112 1 29 1

1

10

10860 1 4 43 288 277 143 104 1 25

본청
494   

   494

492 1 3 24 139 156 109 60 1 1

1

6

6492 1 2 20 160 170 84 55 1

의회
17   

     17

17 1 2 3 3 4 4

17 1 2 5 8 0 1

보건소
72  

     71

72 1 2 18 24 22 5

71 1 2 38 13 11 6

농업

기술

센터

52   

     50

23 1 3 7 7 2 3 29

25 3 6 7 5 4 25

사업소
45   

     45

45 3 12 13 11 6

45 3 16 17 7 2

출장소
2   

2

2 1 1

2 1 1

읍면동
207   

   208

207 14 48 50 61 34 4

4208 13 62 61 36 36

(2담당관 8담당)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10과 46담당)

행   정   과

주민생활지원과

사 회 복 지 과

문 화 관 광 과

정 보 통 신 과

체 육 지 원 과

환 경 위 생 과

민 원 지 적 과

세   무   과

회   계   과

(9과  38담당)

재 난 안 전 과

해 양 수 산 과

교 통 행 정 과

도   시   과

건   축   과

건 설 수 도 과

도   로   과

녹 지 공 원 과

지 역 개 발 과

(3과  10담당)

우 주 항 공 과

산 업 단 지 과

투 자 유 치 과

시     장

부 시 장

담 당 관 행  정  국 산업건설국 *우주항공국

[ 출장소 ]

1소(신수출장소)

전문위원(3명)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     장 부 의 장 사무국장

[ 시의회 ] 1국 2담당

[ 읍면동 ]

1읍 7면 6동 45담당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축동면,곤양면,곤명면,서포면, 동서동,선구동,동서금동,

벌용동,향촌동,남양동)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소

( 2 과  7 담 당 )

보 건 행 정 과

건 강 증 진 과

(3과  14담당)

농  축  산  과

미 래 농 업 과

기 술 지 원 과

평 생 학 습 담 당

교 육 지 원 담 당

학 사 운 영 담 당

복지관운영담당

청  소  담  당

청 소 시 설 담 당

폐기물관리담당

하수도행정담당

하 수 시 설 담 당

하 수 운 영 담 당

하 수 관 리 담 당

[ 직속기관 ] 5과 21담당 [ 사 업 소 ] 3소 11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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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 재정규모

2017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5%로서 재정규모는 총 649,201백만원으로 2016년도 614,147백만원

보다 35,054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56,568백만원으로 31,146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633백만원으로 3,90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    정    규    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 2016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49,201 100.0 614,147 100.0 35,054 5.7

일     반    회     계 556,568 85.7 525,422 85.6 31,146 5.9

특     별     회     계 92,633 14.3 88,725 14.4 3,908 4.4

상수도사업(공기업) 18,524 2.8 17,735 2.9 789 4.4

하수도사업(공기업) 10,033 1.5 8,408 1.4 1,625 19.3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2,559 0.4 2,459 0.4 100 4.1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0 0 463 0.1 -463 순감

의료급여기금 2,370 0.4 2,419 0.4 -49 -2.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정자금관리 280 0 320 0.1 -40 -12.5

수질개선사업 1,276 0.2 1,429 0.2 -153 -10.7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746 0.9 6,080 1.2 -334 -5.5

농공단지사업 8,985 1.4 5,746 0.9 3,239 56.4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2,776 0.4 2,700 0.4 76 2.8

토지구획
정리사업 0 0 37 0 -37 순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25 0 339 0.1 -114 -33.6

도시개발 8,184 1.3 8,820 1.4 -636 -7.2

종포일반산업단지 28,875 4.5 35,012 5.7 -6,137 -17.5

지하수관리 373 0.1 230 0 143 62.2

농어업발전기금 4,853 0.8 2,608 0.4 -2,245 86.1

[ 제2부 ] 2017 주요 시정성과  및
 2018 주요 업무계획

제1장   2017 주요 시정성과

제2장  2018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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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서까지 무조건 강행할 수는 없기에 시민들로부터 양해를 구하여 ‘만65세 이상 어르신 공영버스 무료이용

사업’을 제외한 83건에 대하여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최

선을 다하였으며, 12월 현재 공약 이행률은 81.5%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약사업 외 쇠퇴된 구도심을 진단하여 사회•》경제•문화•환경적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

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5.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으로 준비

지속 성장 가능 도시 프로젝트 구성을 위하여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변화된 여건에 기수립된 도

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해소, 용도지역•지구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를 위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시민행복 극대화를 꾀할 『사

천시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을 지난 4월 발주하여 2018년 상반기에 우리시 중장기 미래 비전과 서부권 발전 계획

이 제시 될 것이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 구현과 ‘인구 20만 강소도시’의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한 해였다.

1.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향상 부분에서 전국 5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평가

와 이웃사랑 공동모금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총 35개 분야에서 기관수상으로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우리시

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맺었다.

2.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발판 구축

2017년 5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기본조사 및 토지보상 등 국가산단조성

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또한, 종포일반산업단지도 5월 준공하여 KAI와 아스트를 비롯한 9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으로 항공업체의 

부지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항공 산업체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도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송포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는 1월 26일 산단특례법에 의한 산단 지정을 국토부로부터 받아 타당성 조사 등 산업

단지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아론비행선박(주)과 국내 유일 경량항공기 생산업

체인 수원의 베셀과 입주 MOU도 체결하였다.

항공 MRO사업도 KAI가 사업자로 확정되면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MRO) 계획 수립 용역 시행 및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3.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 위한 인프라 확충

우리 시 해양관광의 랜드 마크가 될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은 2018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직원채용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공단 출범을 앞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케이블카 연계 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 초양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대교공원 주차장 

확충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사천시 종합 교통체계 정비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비토 별주부전 테마파크 내 국민여가 캠핑장이 지난 12월 준공 및 운영에 들

어가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4. 질적 공약이행으로 시민신뢰도 만족

민선6기 사천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인 공약사업은 7개 분야 84건이었다. 하지만, 공약을 했다고 해서 상위법을 

제1장  2017 주요 시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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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글로벌 기업 50개사를 비롯한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2018 에어로 마트(Aeromart)’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우리시 항공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내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 하겠다.

향촌2 일반산업단지는 310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송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2017년 1월 

23일 국토부로부터 산단지정 정부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타당성 용역을 거쳐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1년 준공 예

정이다.

지속가능한 항공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항공제조 산업을 넘어 이곳에 경량항공기 생산, 연구, 교육 훈련단지를 만

들고 이착륙장이 조성되면 항공 레저 ·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우리시 동부지역의 항공산업단지와 서부지역에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축동IC로의 물류를 확대하게 될 

항공산업대교사업는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선 확보한 사업비 5억원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마무리한 후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겠다.

동지역의 경우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사업 중 ‘바다마실, 삼천포 빠지다’가 지

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100년 역사를 지닌 삼천포구항주변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선진 일반산업단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또한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축적과 수출활동에

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

3.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는 ‘매력 있는 해양관광 도시’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우리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연계 사업인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

각산 명품 숲 조성 및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해양마리나 시설 확충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남일

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은 년 내 완료토록 하겠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 진행할 것이며, 실안관광지 내 기반시설은 5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등 케이블카 연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아울러 와룡문화제, 농업한마당축제, 항공우주엑스포, 토요상설무대,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등 우리시 축제의 경쟁

력과 지역경제 연계성을 높여  축제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

늘어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바일과 도로 전광판을 통한 안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우리시 전체 교통신호체계를 전면 재정비 하겠다.

또한 삼천포대교 공원 주변 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3.6km)은 전체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3단

계로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대교공원 주변 3개 노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는 케이블

카 상업운행 전에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 할 것이다.

2018년도는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흔들림 없는 목표와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잠재력 발휘, 그리고 시민들의 변

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 ‘시민섬김 열린시정’을 통한 행정 본연의 기능 강화

시민과 소통·공감을 위해 시 주요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시장실’은 체험공간에서 의견청취 공간으로 

그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대토론회와 찾아가는 민생탐방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

다. 직능·봉사 단체의 연수를 확대할 것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주민 주도사업의 확대로 시

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

또한 정보습득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모바일 등 뉴미디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시정시책

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겠다.

사천시보를 매거진 소식지로 발행하고, 정책공유 앱을 개발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양 방향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교류형 홍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기법을 도입해 과학적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지원

하고 참여시키는 다양한 청년정책도 새롭게 도입하겠다.

뿐만 아니라 목적별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안전 센터화하여 관리하고, 통합 관제시스템의 

고도화와 시민중심 안전협업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하여 더 안전한 사천시를 만들겠다.

2. 신 성장동력 기반 구축으로 ‘탄탄한 지역경제’

먼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2018년 6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착공토록 지원

할 것이며,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18년 항공물류센터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연구·생산시설을 구축

하겠다.

또한, 2017.12.19. KAI의 항공MRO사업자 지정으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시행 후 단계

별 사업부지 매입 및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어 2022년 사업이 완공되면 미래 50년 신성장동력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이 G7(항공산업 세계 7개 강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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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물론,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훈련실 건립을 지원하겠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학력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가인정 4개 과목에 예비과정 2개 과목을 신설

하는 학점은행제 교육을 실시하겠다.

지역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마을회

관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성인문해교실 등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를 목표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6.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발전기금과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가축 전염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분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다. 

농산물 가공중심 농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

용한 가공창업을 지원하여 농외소득 창출에도 힘쓰겠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량

작물 경쟁력 강화에 총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다.

아울러 농업경영 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적용 신선채소시설 현대화에 38

억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다.

또한 총 23억원의 사업비로 어민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증·양식업을 더욱 육성하겠다. 어장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어로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

깨끗한 바다 환경보전과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에 33억원을 투자하여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천바다 케이블카 상업운행에 맞추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축제와 직거래 장

터도 확대 운영하겠다.

올 한 해 동안 또 다른 역경은 생길 것이고 치열한 도전과 성취는 반복될 것이다. 끝없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주목

받는 강소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용궁수산시장 옆 버스 주차장은 연내 준공하고, 대포항에서 대교공원간 유람선 운행, 시내 주요 거점지를 연결하

는 투어버스를 운행 하여 관광객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4. ‘웃음 주는 희망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사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70억원 사업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

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나눔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도 

대폭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530억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 시설을 지원하고 노후보장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다. 

특히 5억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사천 여성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2월 이전 준공하고, 맞춤형 복지팀과 읍면동 복지허

브화를 확대하는 등 ‘희망사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올해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미달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특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신규시책을 도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년에는 ‘행복버스’의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건지

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거동불편자들의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 프로젝트와 어업인을 대상

으로 하는 특별 순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운영하겠다.

또한 보건소가 직영하게 될 치매관리센터를 20억원의 사업비로 20명의 인원으로 신설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도입하겠다.

5. 사람이 미래인 ‘꿈을 여는 명품 교육’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맞춤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각 25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사천아카데미 휴강 기간에

는 토요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과 시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교육의 질 향상과 명품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총 59억원의 사업비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