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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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사리를 곤양면에 편입

1988. 5. 28. 사천군 조례 제1034호(1988. 5. 25. 공포)로 평화․선인․정의․수석․사주동을 리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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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5. 1.
삼천포시 조례 제 1448호에 의한 행정동 6개동 통합(1995. 4. 12. 공포) 으로 마도·신수·늑도동을 동서동으로, 
이궁사동 일부(이홀·궁지동)를 봉이동으로, 이궁사동 일부(사등동)를 향촌동으로, 실안동을 대방동으로, 
송포·죽림동을 남양1동으로, 백신․노대동을 남양2동으로 통합, 늑도·신수동에 출장소를 설치

1995.5.10.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 제4948호에 의거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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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포)로 남양출장소 폐지

2003. 12. 31. 사천시 조례 제569호(2003. 12. 31. 공포)로 늑도출장소 폐지

제1장  연   혁 제2장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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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총 398.67㎢이며, 구성비는 임야 58%, 농경지 21%, 대지 3%, 기타 18%로 주로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174.3㎞ 해안선을 따라 10개의 유인도와 35개의 무인도가 있으며,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으로서 수산

물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또한 동남쪽은 각산(410.0m)이 바다로 펼쳐 있어 자연적 방파.제 구실을 하고 와룡산(801.4m)이 그 자태를 뽐내며, 

동북쪽은 흥무산(454.7m), 서북쪽은 이명산(570.1m), 봉명산(456.1m), 송비산(243m)이 지리산줄기를 형성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산들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으로는 삼천포천, 덕천강, 사천강, 

죽천천, 백천천, 가화강, 곤양천이 흘러 수리 이용이 용이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 기   후
우리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온화하며 연평균 기온이 13.4℃ 안팎으로 월평균 기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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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륙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강수량은 최근 5년 평균 1,622㎜로서 12월이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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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에 매우 적합한 천혜의 기후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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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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항과 사천 

공항, 그리고 남해안 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접하는 물류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서 기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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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비롯해서 항공산업 관련업체가 밀집해 있어 첨단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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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는 앞으로 펼쳐질 남해안 시대의 경제중심도시로서 남해안은 물론, 동북아를 아우르는 거점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크게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기본현황
제1절 면   적
우리시의 총 면적은 398.67㎢로서 지목별로 구분하면 농경지 21%, 임야 58%, 대지 3%, 기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별 현황                                                                                                                                    (단위 : ㎢)

         용도별

읍면동별                       
계

농경지
임  야 대  지 기  타

전 답

계 398.67 24.71 58.91 228.9 13.1 73.05

사 천 읍 29.75 2.43 3.26 13.06 1.44 9.56

정 동 면 36.67 1.97 5.05 23.71 1.03 4.91

사 남 면 42.46 1.33 6.72 24.95 1.32 8.14

용 현 면 27.89 1.98 7.18 12.11 1.49 5.13

축 동 면 23.29 2.15 2.38 11.28 0.61 6.87

곤 양 면 61.14 3.8 7.29 39.43 0.99 9.63

곤 명 면 69.72 2.37 7.55 46.27 1.01 12.52

서 포 면 48.07 4.41 10.6 24.43 1.1 7.53

동 서 동 9.74 1.3 0.58 5.76 0.72 1.38

선 구 동 3.37 0.35 0.53 1.45 0.46 0.58

동 서 금 동 0.94 0.05 0 0.01 0.38 0.5

벌 용 동 9.7 0.41 0.75 6.46 0.86 1.22

향 촌 동 12.61 1.02 3.69 4.81 0.8 2.29

남  양  동 23.32 1.14 3.33 15.17 0.89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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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구역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1995. 5. 10.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통합으로 1읍 7면 10동으로 구성되었으나, 1998. 9. 12.  

사천시 조례 제 274호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 행정동 통합으로 1읍 7면 6개동으로 조정되었고, 읍면동별 행정구역은 

392개 통·리, 1,51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별 행정구역 현황                                                                                                                         (2018. 12. 31. 현재)

구  분        법정동리
통·리·반

자연마을 비  고
통·리 반

합  계 116 392 1,513 487

사 천 읍 10 37 204 33

정 동 면 10 30 124 37

사 남 면 11 4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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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98 -

벌 용 동 3 42 211 5

향 촌 동 6 20 81 18

남  양  동 6 20 85 26

제3절 인구 및 가구
우리 시의 2018.12.31.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2,184세대 117,207명이며 내국인은 113,888명, 외국인은 3,319명이다. 

내국인 중 남자는 57,394명, 여자는 56,494명이며 읍·면·동별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별 인구 및 가구현황                                                                                                                           (2018. 12. 31. 현재)

구  분        세대수
(외국인제외) 합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2,184 117,207 113,888 57,394 56,494 3,319 2,640  679 

읍 면 계   29,887  68,064  66,356  33,874  32,482 1,708 1,245  463 

사 천 읍 8,567   19,128  18,751 9,750 9,001  377  251  126 

정 동 면 4,422   11,280  11,154 5,571 5,583  126  67  59 

사 남 면 6,534   16,674  16,017 8,316 7,701  657  513  144 

용 현 면 3,838   8,410  8,306 4,130 4,176  104  60  44 

축 동 면 948   1,980  1,789 943 846  191  176  15 

곤 양 면 1,942   3,787  3,658 1,852 1,806  129  109  20 

곤 명 면 1,697   3,092  3,021 1,508 1,513  71  41  30 

서 포 면 1,939   3,713  3,660 1,804 1,856  53  28  25 

동 계 2,297  49,143  47,532  23,520  24,012 1,611 1,395  216 

동 서 동 3,689  7,546  7,139  3,486  3,653  407  350  57 

선 구 동 2,811  6,003  5,657 2,814 2,843   346  323  23 

동 서 금 동 2,706   5,650  5,443 2,666 2,777  207  184  23 

벌 용 동 7,247   16,592  16,396 8,029 8,367  196  141  55 

향 촌 동 3,236   7,595  7,203 3,715 3,488  392  360  32 

남  양  동 2,608  5,757  5,694 2,810 2,884  63  3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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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행정기구 및 공무원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4국(1한시기구), 2담당관, 2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1읍, 7면, 6동으로 구성 

되어 있고 공무원의 수는 893명으로 인구 113,888명을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명이 127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시본청 501명, 보건소 68명, 농업기술센터 52명, 사업소 43명, 출장소 2명, 읍·면·동 210명, 시의회(사무국)  

17명으로 되어 있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직 863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1명, 정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기  구(2018. 12. 31. 현재)
- 총괄 : 4국(1한시기구), 2담당관, 2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1읍 7면 6동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국 담당관 과 팀 국 팀 소 과 팀 소 팀 읍 면 동

4 2 22 103 1 2 2 5 21 3 11 1
1

(6팀)
7

(30팀)
6

(14팀)

나. 공무원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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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905   

   893

874 1 7 48 229 256 211 122 1 29
1

863 1 6 42 288 261 139 126 1 28 1 11

본청
504   

   501

502 1 4 24 138 157 111 67 1 1

499 1 3 20 163 157 74 81 1 1 9

의  회
17   

     17

17 1 2 3 3 4 4

17 1 2 4 8 2

보건소
73   
     68

73 1 2 18 24 23 5

68 1 2 38 12 8 7

농업

기술

센터

53   
     52

24 3 7 8 2 3 29

24 2 6 5 8 2 28

사업소
45   
     43

45 3 12 13 11 6

43 3 14 15 8 3

출장소
2   

2

2 1 1

2 1 1

읍면동
211   

   210

211 14 50 50 60 37

210 13 62 64 39 32           2

다. 기구표 (ʼ18.12.31.기준)
- 4국 2담당관 22과 103팀

시    장

부 시 장

산업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행정복지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환경사업소

*우주항공국

하수도사업소

담 당 관

보 건 소

의  장 부의장 사무국장

(2담당관 8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 2 과  7 팀 )

보 건 행 정 과

건 강 증 진 과

( 3 과  1 4 팀 )

농 축 산 과

미 래 농 업 과

기 술 지 원 과

평 생 학 습 팀

교 육 지 원 팀

학 사 운 영 팀

복 지 관 운 영 팀

하 수 행 정 팀

하 수 시 설 팀

하 수 운 영 팀

하 수 관 리 팀

청    소    팀

청 소 시 설 팀

폐 기 물 관 리 팀

( 7 과  3 2 팀 )

행   정   과

주민생활지원과

사 회 복 지 과

정 보 통 신 과

민 원 지 적 과

세    무    과

회    계    과

( 6 과  2 8 팀 )

문 화 관 광 과

체 육 지 원 과

환 경 위 생 과

해 양 수 산 과

교 통 행 정 과

녹 지 공 원 과

( 6 과  2 5 팀 )

재 난 안 전 과

도   시   과

건   축   과

건 설 수 도 과

도   로   과

지 역 개 발 과

( 3 과  1 0 팀 )

우 주 항 공 과

산 단 관 리 과

지 역 경 제 과

- 출장소(1소/신수출장소)    

- 직속기관(5과 21팀)    - 사 업 소(3소 11팀)

-  읍·면·동(1읍 7면 6동 50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 시의회(1국 2팀)
전문위원(3명)

의정팀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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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정규모
2018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5%로서 재정규모는 총 682,429백만 원으로 2017년도 649,201백만 원보다 

33,228백만 원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621,116백만 원으로 64,548백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313 

백만 원으로 31,320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정규모                                                                                                                                                             (단위 : 백만 원)

회 계 별
2018 2017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82,429 100 649,201 100 33,228 5.1

일반회계 621,116 91 556,568 85.7 64,548 11.6

특별회계 61,313 9 92,633 14.3 -31,320 -33.8

상수도사업(공기업) 18,967 2.8 18,524 2.8 443 2.4

하수도사업(공기업) 11,485 1.7 10,033 1.5 1,452 14.5

발전소주변지역지사업 2,584 0.4 2,559 0.4 25 1

의료급여기금 2,342 0.3 2,370 0.4 -28 -1.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정자금관리

288 0 280 0 8 2.9

수질개선사업 1,029 0.2 1,276 0.2 -247 -19.4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675 0.5 3,320 0.8 355 10.7

농공단지사업 7,269 1.1 8,985 1.4 -1,716 -19.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735 0.4 2,776 0.4 -41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72 0 225 0 47 20.9

도시개발 723 0.1 8,184 1.3 -7,461 -91.2

종포일반산업단지 3,264 0.5 28,875 4.5 -25,611 -88.7

지하수관리 492 0.1 373 0.1 119 31.9

농어업발전기금 6,188 0.9 4,853 0.8 1,335 27.5

제2부 〉 2018 주요시정성과 및 
    2019 주요업무계획 

〉 제1장  2018 주요시정성과

 〉 제2장  2019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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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 구현과 ‘인구 20만 강소도시’ 의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한해였다.

1.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사천바다케이블카) 선정, 통합건강증진 

사업 최우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그 동안 우리시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무엇 

보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급(전국 시부 1위)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하여 청렴도시 사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기반 마련
오랜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왔던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지난 4월 13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국내 어느 케이블카보다  

성황리에 운행함으로써 우리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으며, 연계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 

휴양림 조성,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각산경관산책로 전망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시 관광산업에 대해 민간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개최된 민간 투자유치 합동설명회에는  

초양도 아쿠아리움 조성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대해 7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우리시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3.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승인고시 된 후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착공하였고, 국내 항공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고도화를 위해 종포일반산업단지와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도 표면처리시설과 항공기 시험평가장비를 구축 완료하여 2019년에는 공용 항공물류센터를  

준공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KAI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3개국 70개사가 참여한 ‘에어로마트 사천 2018’행사에 국내외  

항공기업 바이어를 초청하여 지역이 우수 중소기업들과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또한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에는 민군 협력 항공우주력 발전세미나와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 

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기업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확보,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제1장  2018 주요시정성과

▶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기반 마련

▶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도약

▶ 대형 공모사업 선정·추진으로 활력있는 도시 건설

▶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으로 준비

4. 대형 공모사업 선정·추진으로 활력있는 도시 건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주거지 지원형 사업인 ‘바다로 열리는 문화 

마을, 큰 고을 대방굴항’ 또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다.

아울러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영복항 개발사업이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최종선정되어 국비 1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영복마을과 삼천포마리나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게 되었다.

5.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으로 준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6개 분야에 100대 공약을 선정,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시민행복 극대화를 꾀할 『사천시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을 지난 4월 준공하여 우리시 중장기 미래 비전과 서부권 발전 계획이 제시됨으로써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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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는 우리시의 역동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 사천

건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 명품도시’ 건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토론회를 비롯해 시정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반영

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도 확대함으로써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하고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이용 

하는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함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된 소식지를 매월 1회 제작하여 국내․외 항공관련 정보와 소식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동면과 용현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장하여 건물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이용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2.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미래도시’ 건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며,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 

단지는 1·2단계 지구 착공과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항공산업단지와 서부지역의 신규산업단지를 연결하게 될 사천항공산업대교는  

3억원의 국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수리조선소를  

집단화하기 위한 향촌2 일반산업단지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총 328억원의 사업비로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와 우리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제2장  2019 주요업무계획

▶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 명품도시’ 건설

▶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미래도시’ 건설

▶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주축으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완성

▶ 인재중심의 ‘품격높은 교육도시’ 건설

▶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중심 생태도시’ 건설

▶시민모두가 행복한 ‘균형있는 상생도시’ 건설

▶농․수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이와 함께 항공산업과 관광이 연계된 명품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위한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기본설계를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변 산업단지와 함께 항공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위성개발센터’와 KAI의 민수사업을 위한 ‘민수전용복합동’을 유치하여 우리시 항공우주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항공부품 해외수주 개척단을 

운영하는 한편 항공부품업체 직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3.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주축으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완성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과 케이블카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과 실안관광지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을 마무리하여 케이블카 방문객의 교통 편리를 도모하고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각산경관산책로 전망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자연휴양림 조성과 각산명품 숲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케이블카와 연계한 힐링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산정상일원 수목 정비와 케이블카  

선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한 산악 구간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사천 체험관광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시 관광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농업농촌 관광시설을  

포함한 각종 체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와 다양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와인갤러리 브랜드사업과 체험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와룡문화제, 사천에어쇼, 토요상설무대 프러포즈, 농업한마당축제 등 우리시의 각종 축제들의 완성도를 높여 보다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 사업은 연내 세부사업별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 고을 대방굴항’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상의 결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4. 인재중심의 ‘품격높은 교육도시’ 건설
문화와 독서가 함께하는 복합문화형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우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것이며, 사천아카 

데미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독서교실과 직장인 수요를 고려한 어학

과목 야간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상․하반기 각각 30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토요아카데미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된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사업, 사천 학생아카 

데미를 추진하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는 한편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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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점은행제 교육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학습욕구 충족과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학점인정 교육과목을  

당초 2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늘리고 강의실과 실습실을 증설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사천시 어린이도서관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도서관의 기능을 재정립 

하는 한편, 초․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만 혜택을 받던 무상급식을 동지역 고등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

이다.

5.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중심 생태도시’ 건설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전기자동차 구매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함께 꾸준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 

겠으며,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차량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활성화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기여

토록 할 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 투기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가화천 하구, 연안지역 쓰레기 정화작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6. 시민모두가 행복한 ‘균형있는 상생도시’ 건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사천호국공원을 확장 조성하여 시민들의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고취

할 수 있는 안보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당지급, 독거노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3개  

권역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여성회관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겠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시에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출산시에도 3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도 각각 50만원, 25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영양관리와 위생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7. 농·수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을 설립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발효산업을  

우리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지원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개선지원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

이다.

또한 한우 우량유전자 기반조성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 

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중심의 맞춤식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 투기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가화천 하구, 연안지역 쓰레기 정화작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산자원의 자연 서식량 증강과 생산력 회복을 위한 어장 환경개선과 어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브랜드 육성과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어민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종자 

방류와 증․양식업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어업 기반시설 확충․정비에 힘쓰는 한편, 연안정비사업과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포굴 유통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또 하나의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어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 사천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