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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육행정

제1절 일반현황

1. 연  혁
▶1953. 06. 04. 사천교육구 독립

▶1956. 07. 08. 사천교육구, 삼천포교육구 독립

▶1973. 02. 26. 삼천포시, 사천군 교육청 통합

▶1976. 12. 24. 삼천포학생체육관 개관

▶1990. 08. 10. 삼천포도서관 개관

▶1991. 08. 17. 사천도서관 개관

▶1995. 06. 01. 경상남도사천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2005. 03. 01.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영재교육원 개원

▶2007. 12. 27. 역사관 개관, 교육사 발간

▶2010. 09. 01.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2011. 05. 12.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원

▶2014. 04. 01. 2014.지역교육청평가 우수교육기관 선정

▶2015. 03. 01.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Wee센터 개원

▶2018. 03. 01. 제32대 이병룡교육장 취임

2.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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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기관 및 학교현황
▶ 소속기관 : 삼천포도서관, 사천도서관, 삼천포학생체육관

▶ 학교현황                                                                                                                                   (2018. 9. 1. 현재)

구 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초·중·고
합계단설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분교수)

2 10 8 20 18(2) 6 5 11 4 5 9
58
(2)

학급수
(특수학급)

13
(1)

12 31
56
(1)

319
(23)

72
(7)

48
(1)

120
(8)

48
(6)

85
(1)

133
(7)

631
(39)

학생수
(특수학생)

246
(5)

122 539
907
(8)

6,456
(105)

1,678
(29)

1,162
(6)

2,840
(35)

977
(32)

2,057
(3)

3,034
(35)

13,327
(180)

교원수 20 13 45 78 436 145 92 237 � 121 182 303 1,053

4. 예산현황
▶ 세입예산 : 2,727,846천 원(재원배분 예산제외) 

- 자체수입 : 135,521천 원( 4.96%) 

- 이전수입 : 2,592,325천 원(95.04%)

▶ 세출예산 : 67,176,724천 원 

- 인적자원운용 : 36,230천 원(0.1%) 

- 교수 학습활동지원 : 2,589,604천 원(3.9%) 

- 교육복지지원 : 5,729,999천 원(8.5%) 

- 보건/급식/체육활동 : 6,765,514천 원(10.1%) 

- 학교재정지원관리 : 33,255,225천 원(49.5%)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14,197,893천 원(21.1%) 

- 평생교육 : 305,609천 원(0.5%) 

- 교육행정일반 : 2,632,244천 원(3.9%) 

- 기관운영관리 : 1,437,436천 원(2.1%) 

- 예비비 및 기타 : 226,970천 원(0.3%)

제2절 2018년도 사천교육 주요성과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1-1 배움이 즐거운 교실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배움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사천교육 2018 발간 1회, 사천교육 요람 제작 1회, 기관현황 및 학교현황 제작 1회 

- 향토사랑 내 고장 사천투어(18교, 45회, 학생 1,084명, 교사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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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학기제 확산지원 및 교과교실제 내실화 실현 

-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 협의회 및 교원 연수실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 지역협의체 구축  

-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남양중, 삼천포중, 삼천포여중, 삼천포중앙여중) 

- 선진형교과교실제 운영(남양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여중)

3)  수업 부적응 학생 및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 두드림학교 :  초등 5교(곤양초, 남양초, 대방초, 사남초, 정동초) 

중등 3교(사천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여중)

4)  사천 보듬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습코칭단 4명, 학생 32명, 640회기, 자존감 및 비젼 UP캠프 운영(여수, 남일대리조트)

5)  Wee센터의 맞춤형 대안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위기 학생 예방 

- 길거리 찾아가는 상담교실 운영(1회, 어린이날 행사) 

-  Wee 클래스 운영 

•초등학교(6교) : 노산초, 문선초, 사남초, 사천초, 삼천포초, 수양초 

•중학교(9교) : 곤양중, 남양중, 사천여중, 사천중, 삼천포여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 용남중 

•고등학교(6교) : 경남자영고, 사천여고, 삼천포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고, 용남고

-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운영: 블루투스 5건, 꿈나들이 캠프 1회, 레인보우 멜로디 12회

6)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교육사업 지원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 발현 

- 제5회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 공연(문선초 주관, ‘대왕 세종’, 사천 2회, 하동 1회) 

- 학교예술교육 운영 발표회(10. 12. 사천문화예술회관)  

 - 학생오케스트라 지원(곤명초, 남양초, 사천초, 용현초, 삼천포여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용남중) 

- 전통문화 전수(가산오광대 : 축동초, 마도갈방아 : 대방초, 진주사천12차농악 : 남양초,) 

- 학교밴드 운영(남양중, 삼천포중앙여중)

1-2 행복학교 운영
1)  현장 중심의 장학 활동 활성화 지원 

- 컨설팅장학지원단 구성·운영 42명, 전문적학습공동체 CoP 13개 팀 선정 및 지원 

- 배움중심수업연구회 22개 운영, 상시 수업 나눔 교사 7명, 수업 나눔의 날 운영

2)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행복학교 문화 확산 

- 행복학교(서포초, 삼천포중, 남양중) 

- 행복맞이학교(정동초, 축동초 : 학교형, 사남초,: 학년군형, 동성초, 문선초 : 동아리형)  

- 행복학교연구회(사천행복학교연구회, 너나들이행복학교연구회)

3)  토의·토론·프로젝트 수업 등 배움 중심 교실 수업 지원 

- 초등학생 한 책 읽기 비경쟁 독서토론대회(7. 12. 교육지원청, 33명) 

- 중학생 Debate 독서토론대회(7. 14. 삼천포고, 18명)

4)  행복학교 플랫폼 구축과정 운영(4강좌, 4회) 

-  서의와 우취활동(3시간), 교실놀이지도(3시간), 연극놀이지도(3시간), 보도자료 작성 및 스마트폰 촬영기법 

(3시간)

5) 배움중심수업 특수분야 직무연수(7. 24. ~25, 26명), (19. 1. 3. ~4, 28명)

1-3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1)  탐구 중심 과학․영재 교육, 융합인재교육 지원 

-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초․중 8개반 155명, 강사 32명) 

-  영재교육원 캠프 운영(학생 145명, 인솔교사 8명, 단장 1명, 장학사 1명, 보조금 40,000천 원) 

•초등학생 : 7. 30. ~ 8. 1, 명지대 용인캠퍼스, 76명 

•중학생 : 8. 12. ~ 8. 14, KAIST 대전캠퍼스, 69명

-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11월)

- 여름방학 교차집중수업: 8.7.~8.8.

1-4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1)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북(Book)-마라톤 운동 

(초·중학교 782팀 참가,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 운영,  완주팀 인증서 수여, 35팀 시상)

- 사천 가족 독서 골든벨 실시(초등학교 80팀 참여, 11월 3일, 삼천포초) 

- 학교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동성초, 서포초)  

- 학교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지원(정동초, 용산초, 사천중, 삼천포고, 용남고)

1-5 질 높은 유아교육
1)  누리 과정 내실화로 선진화된 유아교육 실현 

- 사천유아교육계획 발간 및 배부 1회 

-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숲체험, 지역문화, 행복교육), 학부모 연수 2회  

- 등하원 안심알리미 지원(11개원 365명)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거점유치원 운영(사천유치원, 선진유치원) 

-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추진(사천유치원, 선진유치원)  

-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를 통한 '수업나눔의 날' 운영(2회) 및 우수유치원 견학 및 현장 연수(1회)  

- 유치원 방과후과정(19원) 및 야간돌봄 운영(2원) 

-  유치원 건강놀이 한 마당 운영 지원 

•단설(2개원) : 5.5, 641명 참석 

•병설(10개원) : 5.6, 283명 참석

1-6 맞춤형 특수교육
1)  창조적이고 선진화된 특수교육 실천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순회교육 6명, 치료지원 48명, 병원치료지원비 7명) 

-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삼천포초, 수양초), 노후 학급 환경개선(대방초, 문선초, 용현초, 사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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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격 있는 특수교육 복지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교육(7. 19, 40명) 

-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특기적성교육비 115명, 토요프로그램 20회, 22명)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2회, 121명),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운영 지원(2회 63명)

3)  협업으로 확대되는 전환교육 지원 
-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경제교육 6회, 20명),(원예교육, 4회, 32명),(심리·사회성 그룹운동, 8회, 12명) 

- 전환교육 현장체험프로그램(장만들기, 천연염색, 도자기 체험, 2회, 35명 

- 진로직업 캠프(10. 29. ~ 30, 64명), 현장 직무체험 직장실습(10월 ~ 12월, 13명)

1-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1)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실시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추가(5개 기관)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 운영(3회) 

- 자유학기제 교감(1회) 및 학부모 대상 연수(2회) 

- 진로체험 ‘꿈길’ 운영 및 현행화(진로체험처 110곳, 체험프로그램 200개 확보)  

- 진로체험처 안전점검(4회, 14개 기관)

2)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EBS 입시설명회 3회(4. 4, 고3 학부모, 11.23, 고2 학부모, 11. 24, 중3 학부모) 

-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로진학협의회(10.16, 마이스트고 및 특성화고 대상), (11.29, 후기 고등학교 대상)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2-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1)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

2)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3)  학생의 인권을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4)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제고

2-2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학교 내 자치 활동 내실화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지원

2)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공감 사천교육』운영(4회) 

3)  집단지성의 교직원회 운영 :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추진

4)  학생자치활동 내실화(학생생활규정 제․개정)

5)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  나눔과 배려의 기부 문화 확산으로 창의 인성 교육 실천

2)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 교육장과 함께 하는 「공감 사천교육」실시(4회)

3)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 운영(초등 711명, 중학교 103명, 고등학교 118명 가입)

4)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서포초, 수양초, 곤양중) 

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 교육 실현

2) 학교 시설 지역민 개방(초, 중, 고)

3) 학생성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좌 개설(초, 중학교 예비 학부모 교육, 4회) 

2-5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1)  상호 문화 이해교육 지원 및 실용 중심 외국어 교육 추진 

- 다문화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남양초),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9. 12.)

2)  실용 중심 외국어 교육 강화 

- 원어민보조교사 협력수업(8회) 

- 거점형 초등영어체험교실(곤양초, 삼천포초) 

- 영어회화전문강사 현황(초 8교, 중 2교, 고 4교) 

2-6 나라사랑 교육
1)  나라사랑·계기교육 강화를 통한 호국 보훈 생활 내면화 

- 나라사랑 지도 자료 제작, 배부 

- 애향심 함양을 위하여 향토사랑 내 고장 사천 투어와 연계 운영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3-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 안전스쿨존 거버넌스 구성·운영(2회) 

- 유·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학교안전체험 교육자료 대여서비스 운영(유·초·중·고) 

- 배움터지킴이 운영(초·중·고  37개교, 37명)

3-2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1)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공감 학교 운영 지원 

- 사천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운영(3~12월) 

- 학교폭력 실태조사(2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연수(4. 12, 265명), (10. 16, 30명)  

- 경남무지개센터 사천지역네트워크 운영(협의회 2회, 캠페인 2회) 

- 사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연중)

-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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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연중) 

- 흡연예방 금연교육 실천학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삼천포초, 삼천포제일중, 경남자영고)

3-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1)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 초등수영교실 운영(1,100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9.7 ~ 8, 329명), 건강줄넘기대회(6. 29, 800명), 

   교육장기 초·중학교 육상수영대회(11. 8.~ 9, 628명), 스포츠클럽 주말리그 개최 

-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천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 스포츠스태킹교실 및 또래학생심판아카데미(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실시 

- 신나는 생활체육교실(초등여자농구, 가족탁구) 등 운영

3-4 포근한 보건교육
1)  학생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위기대응 대책반 및 협의체 구성·운영)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대비 특별교육 실시(유, 초, 중, 고 40교) 

- 학교 먹는 물 특별점검 수질검사 실시(17교, 38대) 

- 학생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 관리(2차 전문기관 협의회 5회) 

- 교사내 공기질 측정(42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42교)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53교) 

- 심폐소생술 교실 지속 운영(35교) 

- 보건실 현대화 사업(사천초, 용산초, 사천중, 삼천포중)

3-5 안전한 건강 급식
1)  질 높은 건강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로 학생 건강 증진 

- 급식시설개선 및 노후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초 10교, 중 2교, 고 8교) 

- 급식실 현대화 사업(삼천포중앙여중),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설보완(문선초, 사천중, 삼천포중앙고)  

- 학교급식안전 및 운영평가(유 2교, 초 18교, 중 9교, 고 9교, 분교 1교),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7개 업체)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실시(38교), 영양(교)사 연수 3회, 조리사 2회, 조리실무사 1회 

- 경남형 학교급식 백리밥상(용궁밥상의 날 지정·운영, 매월 4일) 

-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18품목, 잔류농약 38교, 방사능 5교)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운동 확산(38교) 

-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사업 운영(14교)

3-6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1)  교육력을 제고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선진화

2)  노후시설 정밀안전 점검을 통한 위해성 제거

3)  교육시설 석면제거

4)  노후 냉난방기 교체

5)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 

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4-1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2)  권역별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 등·하교 차량 지원(초·중·고등학교, 직영 및 용역 차량 이용 : 직영 7대, 용역 17대)  

- 교외 체험활동 차량 지원(병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직영차량 7대 이용)

4-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2)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3)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학교 컨설팅 실시(9회) 

-  초등돌봄교실 운영(오후돌봄 32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2실),  

돌봄전담사 및 자원봉사자 안전 연수(34명, 2회)

4)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초 7개, 중 6개, 고 3개 26개프로그램 28명 순회강사 지원)

5)  사천 지역돌봄협의회(2회) 및 권역별 돌봄협의회 운영(4개 권역)

4-3 방과후학교 운영
1)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초 11교, 중 6교)

2)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  초등돌봄교실 지원 내실화(초등돌봄전담사 안전연수 2회) 

4)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엄마품 돌봄유치원 지원)

4-4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1)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2) 학생 교육활동 학습준비물 제공(1인당 30,000원)

4-5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1)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추진 강화

2)  단계별 차별 해소 및 지속적 처우 개선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업무 상시 추진 및 점검 

- 연중 교육공무직원 고용 승계 추진으로 근무여건 안정화 도모

4-6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  체험 중심의 감성 교육으로 함께 나누는 문화 예술 교육 실천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학교예술교육 운영 발표회, 10. 12.) 

- 사천초등연합학생 뮤지컬단 운영(문선초 주무, 42명, 대왕  세종, 3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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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
1)  교직원 복지 지원 및 조직 문화 활성화 

- 주간업무회의, 직원 월례회 등 소통의 시간 강화(직원생일 축하이벤트, 직장동아리 조직, 음악 방송 등)

2)  스승 존경 풍토 조성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5-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추진(집단컨설팅 2회, 학교현장방문 컨설팅 1회, 모니터링 12회) 

- 교무행정지원팀 업무역량강화 연수 지원(교무행정원 3회) 

- 학교지원담당 업무지원 강화(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103일,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77개소 등)

5-2 일하는 방식 개선
1) 교육행정지원팀 운영 내실화

2)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3)  공문서 처리 부담 완화(행정업무 없는 수요일 운영) 

- 학교 발송 공문서 모니터링 강화

4) 찾아가는 ‘행복문서 나르미’ 서비스 지원 : 행복 문서 나르미 가방 제작, 연 24회 42개교 지원)

5-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1)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 2018. 부패장비 시책평가 1등급 달성(2년 연속) 

- 청렴협의체 운영(청렴 캠페인, 청렴 새싹 키우기 활동, 청렴 페이스페인팅 등 실시) 

- 청렴동아리 다솜회 운영(월 1회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 청렴 교육 실시(교육수요자 및 부패취약분야 청렴 연수 (26회) 

-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와룡문화제, 노을마라톤, 학교 행사 등)

2) 교육시설 전(前) 과정 공개

3)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복무감사 실시(연5회) 

- 학교회계 지도점검 등 사이버 감사 실시(연중)

5-4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1)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정기 및 특별지도 점검 실시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연2회)

   - 대형학원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연1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필수 안내 사항 지원(자체 매뉴얼 제작·배부)

   - 개인과외교습자 법적 의무 사항 지원(옥외게시 제작·배부)

2) 교육역사문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5-5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1)  건전한 교육재정 기반 조성 

- 학교회계 실무지원단 운영(연중), 학교회계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학교회계 지도점검 실시(서류점검 전 유·초·중·고등학교)

2)  효율적인 재정 관리 

- 폐교 재산활용 계획 수립 및 실태 점검 

- 사립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5-6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인사 예고제 운영 : 개정 의견수렴 및 학교별 협의회 실시(2회), 

2019. 인사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기준안 작성(1회)

-   교원 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 다면평가단 구성(전 학교),  

근무평정관련 연수(1회) 및 실적 위주 평가 실시(1회)

2)  공정한 교원, 지방공무원 임용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인사관리기준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인사자문위원회 활성화,  

교원 전보 서열 공개(1회)

- 인사모니터링 및 고충상담 강화

3)  수석교사제 운영 

- 수석교사 수업지원 및 업적평가 실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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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19년도 사천교육 기본방향

사천교육 방향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가꾸는 사천교육

01
배움�중심의
새로운�교육

0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0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0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0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정책방향

교육지표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

배움중심
수업으로 미래
역량 키우기

사천행복
교육지구와
함께하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자연으로�배우는
우리사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01

01

02

02

03

제4절 2019년도 사천교육 정책방향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를 기릅니다. 

- 배움중심수업 확산과 배움이 즐거운 교육활동 전개 

- 단위학교 배움중심수업 동아리 및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지원 

- 소통과 협력의 행복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내실화 

- 초등학교 1학년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제 운영 

-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과정 운영과 수학교육 방법 개선 

- 상상실현 메이커 교육 운영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독서 습관화 및 생활화 도모 

-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및 맞춤형 진학지도 

-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내실화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환경 문제 대처 능력 향상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 소통과 공감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합니다. 

- 학생의 인권을 함께 가꾸는 학교 문화 조성 

-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교육 

-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지역단위 교육기부 활성화로 교육기부 문화 확산 

-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장 ‘공감 사천교육’ 운영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기회 확대 

- 나라사랑 계기교육 강화를 통한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  

- 우리 고장 바로알기 역사문화 탐방 및 활동중심의 나라사랑 교육 강화 

- 공교육 기반 조성 및 공공성 강화로 유아교육 협력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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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확보 

- 학교주변 유해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 강화 

- 학교 교사내 공기질 및 석면건축물 점검․관리  

- 재난, 미세먼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초등 수영실기교육 확대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육성을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보건교육 실시 

-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질 높은 학교급식 안정성 강화

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통학버스 안전강화 및 학교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비 지원 

- 3~5세 누리과정 지원 

-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순회강사제 시범 운영  

-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저소득층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체험중심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및 단위학교 업무다이어트 추진 

- 공문서 유통방법 개선 및 ‘행정업무 없는 수요일’ 운영 

- 찾아가는 ‘행복문서나르미’ 서비스 지원 

-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 사교육비 안정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및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용 및 재정 관리 

-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및 개선

제5절 역점과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
1.  개 요

2.  주요 추진 과제 및 실천 전략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 조성

추진 과제 실천 전략

-�민주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체제�구축

•민주적�교직원회의�운영�메뉴얼�보급
•민주적�의사결정�관리자�연수�실시
•토론문화�활성화�교원역량�강화�연수

학교 
민주적�학교문화�조성

대화와�토론을�위한�참여형�토론�연수�참여

-�토론이�있는�교직원�회의�문화�조성

•월�1회�주제가�있는�교직원토론회�운영
•교직원�회의규칙�제정

학교
토론이�있는�교직원�회의�운영

-�학교비전�공유를�통한�교육과정�운영

•학교비전�함께�세우고�평가하기
•교육공동체�약속�세우기
•새�학년�맞이�학교�문화�조성

학교�
학교�교육과정�계획�및�평가를�위한

참여형�워크숍�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과제 실천 전략

-�학생�자치활동�활성화�기반�조성

•학생�자치활동�시간�편성․운영
지역

지역�물적·인적�자원�교육기부�확대

학교
학생자치�활동�활성화
학생자치�지원�예산확보

-�학생주도�학교행사�활성화

•학생회�주도의�학교행사�운영�확대

-�학생�자치�동아리활동�지원

•학생�자치회�중심의�자생�동아리�구성�

-�지역과�함께하는�학생자치�활동�확대

•마을�공동체와�함께하는�학생자치회�활동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 조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존중과 배려의 교육공동체

추 

진 

전 

략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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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추진 과제 실천 전략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인권�조례안�의견�수렴
지역

-��인권�친화적�학생생활규정�개선�

•학생�중심의�학생생활교육�제·규정�제․개정�
•학생�성장을�고려한�일과�운영

학교
학생�생활규정�개선

중간놀이(초),�쉼이�있는�날(중)�운영

-��교사·학생·학부모�상호�존중�학교�문화�조성�

•교직원과�학생·학부모�소통�확대�
•교권과�스승�존중�문화�조성

학교
교육공동체�다모임�운영
행복한�아침맞이�운영

-�학부모�교육�활동�참여�활성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추진 과제 실천 전략

-��민주시민교육�활성화�기반�조성�

•민주시민교육�교사�역량�강화�연수
지역/가정

-���교육과정�연계�민주시민교육�강화�

•교육과정�재구성을�통한�시민성�함양�교육�
•‘더불어�사는�민주시민교육�교재’�활용�
•민주시민교육�교수․학습자료�활용�연수�실시

학교
교육과정�연계�민주시민교육�계획�수립
민주시민교육�교재�활용�교육�강화

기대 효과

-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으로 학교혁신 추진

-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 인권 존중 의식 함양

-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의 제도적 장치 구축

-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제고

2. 배움중심수업으로 미래역량 키우기
1.  개 요

2.  주요 추진 과제 및 실천 전략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추진 과제 실천 전략

-�지역의�특성을�살린�다양하고�창의적인�교육과정�편성․운영�지원

•미래핵심역량�및�(핵심)성취기준�중심�교육과정�재구성�지원
•배움과�삶이�일치하는�교육과정�재구성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점검�컨설팅(2회)�실시
•교육과정�컨설팅단�및�자유학기(학년)제�컨설팅단�운영

학교 
다양하고�창의적인�교육과정�편성·운영

미래핵심역량�및�성취기준�중심의�교육과정�재구성

-���‘교육과정-수업-평가’�일체화로�배움과�성장�중심�평가�내실화�

�•학생평가�컨설팅단�운영�및�컨설팅�실시(5월~12월)�

�•학생평가�교원�역량강화�연수�지원

학교
배움과�성장�중심의�과정중심�수시평가�실시

-�배움중심수업�역량강화를�위한�연수�지원
지역

배움중심�교육환경�제공

학교
학교별�수업혁신�연수

‘수업�나눔의�날’운영�및�결과�평가회�실시

가정
학부모�공개수업,�협력�수업�참여

-�배움�중심의�수업�개선

•수업연구교사발표대회�및�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발표대회�운영
•상시수업나눔교사제�운영을�통한�배움중심수업�공유

-�자유학기(학년)제�운영으로�지역공동체와�함께하는�교육
가정/지역
교육�기부�참여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CoP) 활성화

•존중과 배려의 행복학교 운영

배움중심수업 실천 지원

배움중심 교실수업 강화

추 

진 

전 

략

배움을 즐기는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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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CoP) 활성화

추진 과제 실천 전략

-�함께�성장하는�수업문화�개선을�위한�수업공동체�운영

•전�학교의�전문적�학습공동체�‘CoP’�운영�지원
•수업탐구�교사공동체�운영�지원
•초등�배움중심수업�연구동아리�운영�지원(3개교)

학교
전문적수업공동체�구축�및�운영,

함께�성장하는�배움중심수업�방법�개선

-�배움중심수업�컨설팅�지원

•�교육전문직원,�교(원)감,�수업명사,�수석교사�배움중심�

수업�컨설팅단�운영

학교
수업명사,�수업연구교사를�활용한�자율�장학

▶존중과 배려의 행복학교 운영

추진 과제 실천 전략

-�존중과�배려의�학교�문화�조성
학교

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

-�행복학교�연수�지원�및�연구활동�지원
학교

수업�전념�학교�문화�공유

-��행복학교�컨설팅단�구성�및�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협력�
네트워크�구축․운영

학교
지역�MOU�체결로�지역교육�네트워크�구축

기대 효과

-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로 행복한 수업 나눔 확산

-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배움과 협력이 있는 선진학교 문화 조성

- 소통과 배려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3. 사천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기
1.   개 요

2.   주요 추진 과제 및 실천 전략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천교육공동체 구축

추진 과제 실천 전략

-�사천행복교육지구�추진위원회�구성·운영 지역/학교

-�사천행복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
•사천행복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참여�인력�역량�강화�연수
•사천행복교육지구�권역별�사전설명회�운영�및�홍보
•행복교육지구�컨설팅단�및�모니터링단�운영

지역
지역�MOU�체결로�지역교육

네트워크�구축

학교

-�평화로운�마을교육공동체�조성
•청소년�갈등�조정�지원�시스템�참여
•회복적�학급을�위한�청소년�자치활동�지원
•회복적�학교�만들기�연구회�지원(2개)

지역/학교

-�사천행복교육지구�운영�성과�평가
•사천행복교육지구�운영�결과�발표회
•사천행복교육지구�원탁토론회�운영

지역

학교
운영�결과�발표회�및�원탁토론회�참가

•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천교육 

공동체 구축

• 자신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 

문화 조성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을학교 운영

성장 기반 조성

성장 지원 협력

추 

진 

전 

략

소통과
협력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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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 문화 조성

추진 과제 실천 전략

-�행복교육네트워크�운영

•권역별�행복학교�네트워크�구성�및�운영
•학부모․지역사회�네트워크�운영�지원

지역
학교와의�교육네트워크�구축

학교

-�행복한�학습공동체�문화�조성

•배움중심수업,�STEAM�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공모)
•사천행복교육지구�연구회�연구비�지원(공모)
•교육과정�지원�인력�배치

학교
수업�전념�학교�문화�공유

-�학생�자율동아리�운영

•학생�자율동아리�운영�지원(공모)

학교
학생�자율동아리�운영

-�마을교육과정�운영

•마을교육과정�개발�TF팀�및�원탁협의회�운영
•다양한�교육과정�운영을�위한�마을교사�양성
•마을교육과정�자료�개발․보급
•현장체험학습�지원�시스템�운영
•내�고장�투어�프로그램�운영
•항공․드론교실�체험�프로그램�운영
•스포츠클럽과�연계한�다양한�체육�프로그램�운영

지역
마을교사�참가�및�양성

학교
마을교육과정�운영�참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을학교 운영

추진 과제 실천 전략

-�학생�중심�마을학교�운영

•디지털�기기를�갖춘�메이커�스페이스�구축�및�운영
•메이커�교육�역량�강화를�위한�학생�및�마을교사�양성

지역/학교
지역별�마을학교�운영�프로그램�지원�

-�지역�중심�마을학교�운영

•공예�및�예술�체험을�위한�메이커�공방�구축�및�운영
•메이커�공방�운영을�위한�학생�및�마을교사�양성

지역
지역�특색을�살린�마을학교�운영

-�학교�협력형�마을학교�운영

•마을형�방과후학교�돌봄교실�운영
•학교시설을�활용한�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학교
학교�협력형�마을학교�운영

-�꿈채움�진로프로그램�운영

•자유학년제와�연계한�꿈채움�진로캠프�운영
학교

학교�연계�진로�프로그램�신청

-�문화․예술�아카데미�운영

•사천�뮤지컬단�및�오케스트라,�밴드를�지역사회로�일반화

기대 효과

- 행복학교 및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 확산

- 지역교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

- 학교와 지역사외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천교육공동체 구축

-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천 행복교육도시 구축

제6절 사천교육 특색과제

1.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
1.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1) 꿈과 희망을 하늘로! 드론교실/파일럿학교 운영

▶ 마을 드론교실 운영 

- 내용 : 초 ․ 중학생들이 드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드론 및 지도인력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함 

- 대상 :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프로그램당 6차시 운영) 

- 시기 : 2019. 3. ~ 12. 

- 장소 : 각 지구별 구축한 드론교실(2019 구축예정) 또는 각 학교 방문 

- 소요예산: 약 20,000천 원

▶ 드론과 함께 하는 파일럿학교 운영 

- 내용 : 기본적인 드론에 대한 소양이 있거나 드론교실을 수료한 초 ․ 중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 

            토요동아리 형태로 운영(지도 및 관리교사 지원) 

- 대상 :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중심으로 5개 동아리(월 1회 이상 운영) 

- 시기 : 2019. 3. ~ 12. 

- 장소 : 각 지구별 드론교실 

- 소요예산 : 약 10,000천 원

2) 현장맞춤형 교원 역량 강화 메이커 교육 연수 운영

▶ 지역특색을 살린 메이커 교육 직무연수 운영 

- 내용: 2018학년도에 이어 메이커 교육 직무연수 형태로 운영하되 기초/심화 과정을 구분하여 수준별 운영 

- 대상 : 사천 관내 초․중․고 희망교사 

- 시기 : 2019. 7. ~ 8. 

- 장소 : 별도 계획 

- 소요예산 : 약 12,000천 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항공우주산업 도시의

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미래항공우주산업의 꿈키움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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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정

순 주제 주요 내용 연수방법

1 드론의�이해와�활용

•드론의�역사와�비행�원리의�이해
•드론�기본/응용비행�실습(레이싱,FPV비행)
•드론의�코딩�및�프로젝트�실습
•드론�항공촬영�방법�및�실습

강의�및�실습

2 3D프린터모델링
•3D프린터�모델링�교육
•3D�펜�모델링�및�작품�제작�실습

강의�및�실습

3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디자인
•알고리즘�설계와�코딩

강의�및�실습

4 아두이노 •아두이노�프로그래밍�이론과�실습 강의�및�실습

5 특강
•4차�산업혁명과�창의성교육의�방향
•프로젝트형�메이커교육

강의

▶ 메이커 교육 교사 동아리 지원 

- 내용 :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분야에 관심있는 교사 동아리 지원 및 교사 동아리 중심 프로그램 개발 

- 대상 : 사천 관내 초․중․고 희망교사 중심으로 3개 동아리 

- 시기 : 2019. 3. ~ 12. 

- 장소 : 각 동아리별 지정 장소 

- 소요예산: 약 6,000천 원(1개 동아리별 2,000천 원 지원)

3)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공방 운영

▶ 마을 공예교실 운영 

- 내용 :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디자인하고 공예로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재료 및 지도인력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함 

- 대상 :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 시기 : 2019. 3.~ 12. 

- 장소 : 마을 공예교실 또는 각 학교 방문 

- 소요예산: 약 10,000천 원

▶ 상상을 현실로 ~ 메이커 공방 전시회 운영 

- 내용 : 마을 공예교실을 통하여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 

- 대상 : 마을 공예교실 참여자, 학생, 교사, 지역민 등 

- 시기 : 2019. 12. 

- 장소 : 각 지구별 별도 장소 계획 

- 소요예산: 약 4,000천 원

4) 실천 전략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마을�드론교실�운영을�위한�시수�확보�및�운영�
•드론과�함께하는�파일럿�학교�운영
•상상을�현실로�만드는�메이커교육�참여�및�홍보

•MOU�체결과�지원단�구성
•체험�중심�항공․우주�프로그램�홍보
•교사�연수�및�안전교육�지도�강화�
•특색과제�운영예산마련�및�지원

2. 자연으로 배우는 우리 사천
1.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1) 테마 중심 생태환경교육 운영

▶바다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

가. 지역 생태환경 체험장과 업무협약(MOU) 체결

- 목적 :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체험처 단위학교 제공

- 대상 : 사천만 갯벌생태 학습장, 거북선마을, 다맥어촌체험마을, 대포어촌체험마을,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 추진 : 교육지원청

- 기대 효과 :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여건 조성

나. 사천 어촌 생태탐사활동 및 이순신 바닷길 걷기

- 목적 : 사천 어촌 생태탐사 및 바다, 산, 들길 걷기로 고장사랑 마음 기르기

- 내용

사 업 명 목 표 예산(천 원) 시 기 대상(주관)

▶이순신�바닷길�생태체험� 수시 학교재량 자율 해당학교

▶ 이순신�바닷길�생태탐방�
(교육지원청�직원)

수시 자율 교육지원청

- 운영 : 학교 실정을 고려한 자율 실시

- 기대 효과 :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애향심 고취

자연으로
배우는 

우리 사천

지역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자연친화적 삶 유도 및

다양한 생태체험학습을 통한

환경문제해결력 키우기

심미적 강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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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 산등반하기

- 목적 : 우리 고장 산탐방으로 소통과 화합의 학교문화 조성

- 장소 : 와룡산, 이구산, 봉명산, 기타 학교 인근 산

- 운영 :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율 추진

- 기대 효과: 숲 체험 생태환경 이해와 환경보전 의식 함양

나. 지역공원을 활용한 사계절 생태놀이, 동식물 관찰 학습

- 목적 :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생태환경교육 내실화

- 장소 : 학교 인근 지역 공원 및 마을 숲 등

- 운영 : 학년, 학급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하여 자율실시

- 기대 효과 : 실생활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체험하기

▶들에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

가.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전개

- 목적 : 들 생태계 이해로 친환경 농산물의 이로움 인지

- 장소 : 학교나 마을 인근 들판·하우스·관련 기관 등

- 운영 : 학년, 학급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하여 자율실시

- 기대 효과 : 농촌체험활동으로 앎과 삶의 마을공동체 가치탐색

나. 지역 농산품 연계 체험활동

- 목적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이해하기

- 장소 : 우리 고장 농산품 생산관련 업체 및 교육농장 등

- 운영 : 학교 실정을 고려한 자율 실시

- 내용 : 녹차 천연염색, 다도체험, 딸기잼 만들기, 대나무피리 만들기, 짚풀 공예, 전통발효과학 교육농장 체험 등

- 기대 효과 : 친환경 농산품 제작과정 이해와 생태환경 관련 진로탐색

2)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 운영

▶학교별 생태환경보호활동 전개

- 목적 : 학교 또는 학교주변 생태환경보호활동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 장소 : 학교 주변 등

- 내용 : 학교주변 생태환경보호활동(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 등교전·후 자율실시)

- 기대 효과 : 직접 실천하면서 체험하는 생태환경교육 내실화 

▶학교 생태텃밭 가꾸기

- 목적 : 학생 스스로 가꾸는 생태텃밭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친환경 먹거리 재배 및 수확 체험하기

- 장소 : 학교 생태텃밭

- 내용 : 학교 생태텃밭 가꾸기, 채소 성장과정 관찰, 텃밭장터 운영, 직접 재배한 친환경 먹거리 급식 체험 등

- 기대 효과 : 농작물 한살이 관찰과 먹거리 체험으로 자연생태탐구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 알기

▶생태환경교육 동아리·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 생태환경교육 동아리 운영(세부계획 별도 안내)

- 목적 : 학생 스스로 기획, 운영, 평가하는 생태환경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 알기

- 내용 : 운영 주제  - 미세먼지, 지역 생물 환경 탐구 등

사 업 명 목 표 예산(천 원) 시 기 대상(주관)

▶생태환경교육�동아리�운영 수시 자율 해당학교

▶ 생태환경교육�동아리�공모�
(초등�5교,�중등�2교)�
동아리별�100만원�지원

수시 7,000 4월 교육지원청

▶ 생태환경교육�동아리�발표회�
-�(UCC�제작,�우수동아리�및지도교사�표창�등)

수시 7,000
4월~
12월

해당학교
교육지원청

- 기대 효과 : 학생 주도적인 생태환경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생태환경진로 탐색 및 환경의 문제점 직접 해결하기

    나.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세부계획 별도 안내)

- 목적 :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고장 생태환경 이해

- 내용

사 업 명 목 표 예산(천 원) 시 기 대상(주관)

▶내�고장�투어�프로그램과�연계� 수시 자율 초등학교�교육지원청

▶찾아가는�생태환경�교육�실시 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MOU�활동

3월~12월 희망학교�교육지원청

- 기대 효과 : 체험하면서 배우는 생태환경체험교육으로 우리 고장 생태환경의 올바른 이해

다. 갯벌생태 체험캠프 운영

- 목적 : 우리 고장 갯벌 탐사로 생태환경 감수성 기르기

- 대상 및 추진 내용

사 업 명 목 표 예산(천 원) 시 기 대상(주관)

▶갯벌생태�탐사활동(광포만,�사천만) 수시 학교재량 자율 해당학교

▶갯벌생태�체험캠프�운영(초·중�생태환경동아리�대상) 1회 1,500 하반기 교육지원청

- 운영 : 학교 실정을 고려한 자율 실시

- 기대 효과 : 광포만·사천만 갯벌 생태계 이해

3) 실천 전략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생태환경교육�실천을�위한�교육과정�재구성
•테마가�있는�체험�중심�생태환경교육�전개
•학교�텃밭�조성�및�1인�1화분�심기�실천
•학생�및�교사�환경교육�동아리�운영

•지역�생태환경교육�체험장�발굴�및�협력체제�구축
•갯벌�생태�체험�프로그램�운영�
•생태환경교육�동아리�운영�지원
•특색과제�운영예산마련�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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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안행정

제1절 연  혁

1918.  7.     사천군 사천읍 사천경찰서 개서

1931. 11.  1 . 삼천포읍으로 승격 

1943. 7.   사천군 삼천포읍으로 이전

1956. 7.  8. 삼천포읍과 남양면을 합하여 삼천포시 승격

1956. 11. 16. 사천경찰서를 삼천포경찰서로 명칭변경

1966. 12. 10. 삼천포 동금동 524-1번지에 현 경찰청사 신축

1995.  1. 27. 삼천포경찰서 산하 8개 지서를 파출소로 명칭 변경

1995. 7. 13. 삼천포경찰서를 사천경찰서로 명칭변경

1996. 5.  6. 사천시 동금동 59-4번지에 현 경찰서 청사 개축 준공

1998. 7.  1 . 완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곤명파출소에 통합

1999. 6. 16. 『청문감사관』제 신설

2003. 8.  1 . 13개 파출소를 4개 지구대로 신설(동부, 용현, 읍내, 곤양지구대)

2004.  1.  1 .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개칭 

방범계를 생활안전계, 지도계를 생활질서계

2005. 2. 23.  수사경과제 실시 

수사과 수사계를 수사지원팀, 

조사계를 지능범죄수사팀, 형사계를 강력범죄수사팀

2005. 9. 30. 서포치안센터를 서포시범파출소 운영

2005. 11. 15. 곤양파출소, 곤명파출소 시범운영 확대(지구대 3, 파출소 3, 치안센타 7)

2006. 12. 20.  용현지구대 신축 

사천경찰서 교통민원관 별관 신축

2009. 11. 17. 치안센터 근무자 배치 운영(사남, 정동, 축동)

2010. 4. 27. 용현지구대 폐지, 파출소 체제 운영(용현, 남양, 사남)

2011.  5. 13. 동부지구대를 삼천포지구대로 개칭

2012.  2.  3. 치안센터 근무자 배치 운영(서부, 봉남)

2013.  7. 19. 읍내지구대를 사천지구대로 개칭

2013. 11. 20. 여성청소년과 신설 (6과1실, 2개 지구대, 6개 파출소 직제개편)

2015.  7. 20.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아동청소년계 통합, 여성청소년계 명칭변경, 여청수사팀 신설

2016. 11. 15.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중 일부 분리, 경제범죄수사팀 직제화

2016. 12. 27. 교통조사계 → 교통조사팀으로 직제 개정

2017.  9. 18. 서포파출소 개축

2017. 11. 17. 교통조사팀 사무실 신축 이전

제2절 기구표

▶지구대(2), 파출소(6), 치안센타(4)

경 찰 서 장

경무과

경무계

경리계 생활질서계 지능팀

경제팀

정보계 민원실

보안계

형사계

수사과생활
안전과

경비
교통과

여성
청소년과

정보
보안과

청문
감사실

곤
명
파
출
소

사
남
파
출
소

서
포
파
출
소

용
현
파
출
소

곤
양
파
출
소

남
양
파
출
소서

부
정
동

봉
남

축
동

정보화장비계

생활안전계 수사지원팀 경비작전계

사천공항
(103호실)

교통조사팀

교통관리계

여성청소년계

여청수사팀

112종합상활실

삼천포지구대 사천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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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
가. 현 황
▶5대범죄 발생 현황 

구분
연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강제추행 절 도 폭 력 비 고

2018년 844 2 3 30 205 604

2017년 898 4 1 38 232 623

대비(%) -54(-6.01%) -2(-50%) 2(200%) -8(-21%) -27(-11.6%) -19(-3%)

나. 분 석
▶ 전년도 대비 5대 범죄 54건 감소(-3.3%) 

- 폴리스백(POLI’S BAG) 등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전개로 절도 대폭 감소 

-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충족을 위해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다목적·다기능 순찰 전개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요청지역 등 탄력순찰 지향) 

- 지역경찰 강력범죄 검거·예방활동 강화로 5대 범죄 감소 지속 추진

2. 112신고 처리 분석
가. 신고접수 
▶신고 처리 현황 

구분
기간 총접수(건)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18년 22,150 907 3,315 6,864 4,038 2,438 4,588

2017년 25,278 1,109 3,398 6,435 3,770 4,179 6,387

대비(%) -3,128(13%) -202(19%) -83(3%) 429(6%) 268(7%) -1,741(42%) -1799(29%)

나. 분 석
   - 2018년 총신고 건수 전년도 대비 3,128건 감소(13%)

   -  전년 대비 중요범죄 202건(-19%) 기타범죄 83건(-3%)등 범죄신고는 감소한 반면 질서유지 429건(6%) 교통              

관련 268건(7%) 등 민원성 신고는 다소 증가

   -  긴급신고 통합제도 정착 등으로 기타경찰업무 1,741건(-42%) 타기관 기타 1,799건(-29%) 신고는 대폭 감소

➊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
➋ 112신고 처리 분석
➌ 기초질서 위반자 처리
➍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➎ 방범용 CC-TV 설치 운용

생활안전과
3. 기초질서 위반자 처리
가. 단속현황

구분

연도

계 유  형  별

즉심 통고
처분

즉심 통고처분

경범 형법 기타 오물
투기

음주
소란

인근
소란

불안감
조성

노상
방뇨 기타

2018년 310 137 240 62 8 2 55 6 6 3 65

2017년 233 285 122 98 13 5 123 16 0 0 141

대비(%)
77
(33↑)

-148
(51↓)

118
(96↑)

-36
(36↓)

-5
(38↓)

-3
(60↓)

-68
(55↓)

-10
(62↓)

- -
-76
(53↓)

나. 분 석 
▶ 즉심 청구 처리실적은 전년 대비 77건 증가(33%) 

- 경찰청 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결심판 청구를 활성화하고 있음

▶ 경범 통고처분은 전년 대비 148건 감소(-51%) 

- 3대 위반사범(오물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홍보 및 집중단속 중 

- 관내 112신고 건수 감소와 함께 경범죄 위반자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

4.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가. 업소별 단속현황

 구분
연도

위반업종별(건) 조치별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

휴게
음식 숙박업 노래

연습장
게임

제공업 기타 계 구속 불구속 즉심

2018년 45 24 8 13 45 0 45 0

2017년 39 - - - - - 8 18 13 39 0 39

대비(%)
6

(15↑)
- - - - -

16
(200↑)

-10
(55↓)

0
(0)

6
(15↑)

-
6

(15↑)
-

나. 분 석
▶전년 대비 단속 건수 크게 차이나지 않음

5. 방범용 CC-TV 설치 운용
가. 현 황

현 황
연 도 확보예산

방범용CCTV
비고

장 소 대 수

2019년 16억 120 220

2018년 15억�3천만�원 105 130

2017년 11억�4천만�원 93 148

2016년 13억원 87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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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 석
▶  전년대비 CCTV 설치 예산7천만원 증액 

- 여성안심귀갓길·공원 등 주민여론을 수렴한 CCTV 설치 지속 추진   

▶  18년 12월 31일 기준 방범용 CCTV는 448개소 990대, 차량번호인식 37개소 78대를 운용중이며, 

 -   19년 설치 예산16억원 확보로 방범용 및 시설물 관리,  

노후 저화질 CCTV 약 120개소 220여대 교체·신규 설치 예정 

- 19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방범용, 학교 내 등 지자체 사업부서(재난안전과) 협조 설치

1. 범죄 발생․검거 현황
가. 죄종별

죄종별

기간별
총범죄

죄  명  별(5대범죄) 기타
형사범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구분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8 2,924 2,562 87.6 844 727 86.1 2 2 3 3 30 29 205 136 604 557 2,080 1,835

2017� 3,233 2,871 88.8 898 805 89.6 4 4 1 1 38 30 232 174 623 596 1,575 1,428

대비(%) -309
(-9.6)

-309
(-10.8) -1.2

-54
(-6.0)

-78
(-9.7) -3.5

-2
(-50)

-2
(-50)

2
(200)

2
(200)

-8
(21)

-1
(-3.3)

-27
(-11.6

-38
(-21.8)

-19
(-3.0)

-39
(-6.5)

505
(32.1)

407
(28.5)

나. 처리현황
구분

단서 계 고소 고발 진정·사이버 인지등 1인당평균
처리건수

2018년 2,514 796 138 296 1,284 100.6

2017년 2,404 783 150 211 1,260 96.2

대비(%) 110(4.6) 13(1.7) -12(-8) 85(40.3) 24(1.9) 4.4

다. 분석 및 평가
▶총 범 죄 : 발생 309건 감소, 검거 309건 감소, 검거율 1.2% 감소

▶5대 범죄 : 발생 54건 감소, 검거 78건 감소, 검거율 3.5% 감소

▶단 서 별 : 고소, 진정·사이버 증가, 인지 등 기타사건 각 증가

➊ 범죄 발생․검거 현황
➋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활동
➌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➍ 기획 수사활동

수사과

2.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활동
가. 구속영장 신청·발부 현황

구분
년도 신청 신청 신청 기각율(%)

2018년 37 28 9 24.3%

2017년 42 23 19 45.2%

대비(%) -5(-11.9%�) 5(21.7%) -10(-52.6%) -20.9%

나. 분석 및 평가
▶전년대비 영장신청 5건(11.9%) 감소, 영장기각 10건(52.6%) 감소

▶영장발부 28건(75.7%) 증가, 영장기각율 20.9% 감소 

3.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가. 민간인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금액(만원)

구분

연도

계
죄  명  별

살인 강도 절도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년 5 100 - - - - 2 40 3 60

2017년 7 140 - - - - 4 90 3 50

대비(%)
-2

(-28.6)
-40
(28.6)

- - - -
-2
(-50)

-50
(-55.6)

0
(0)

10
(20)

나. 분석 및 평가
▶전체 대상인원 7명→5명(28.6%), 신고보상금은 140만원→100만원(28.6%) 각 감소

4. 기획 수사활동
가. 기획수사 단속 실적

구분 전화금융사기 검거활동 부정부패 사범 등 특별단속

기간 ’17.�11.�1�~�’18.�10.�31� ’16.�11.�1�~�’17.�10.�31

실적 35건�40명�검거 69건�96명�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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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감소 방안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총계

일반사고 도주사고

사 망 인 피 물 피 사 망 인 피 물 피

2018년 1,697 13 568 299 299 33 784

2017년 1,594 14 612 311 311 36 621

대비(%) 103(6.4) -1(-7.1) -44(-7.1) -12(-3.8) -12(-3.8) -3(-8.3) 163(26.2)

나. 분 석
▶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도 대비 6.4(103건) 증가 

- 인피·물피 교통사고 전반적으로 감소, 물피 도주 증가

▶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7.1%(1건/2명) 감소 

- 2018년 전체사망자(13명) 중 보행자 사고 8명으로 61.5% 차지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 예방을 위한 단속, 시설물 보강 및 홍보활동 병행

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강 

교통사고를 줄이기를 위하여 사고위험구간에 대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시설물을 개선

가.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년도

예 산 시설물 설치 및 보강(개) 차선
도색
(㎞)

교통규제심의

확보 집행 신호기 경보등 안전표지 휀스 보호구역 개최수 심의안건
(가/부)

2018년 760,000 760,000 2 2 49 1 2 125 2 41/33

2017년 965,000 965,000 2 3 68 2 2 101 3 39/9

※2019년도 예산13억500만원 확보

➊ 교통사고 감소 방안
➋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➌ 교통법규위반 단속 현황

경비교통과
나. 분 석
▶ 전년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12.7% 감소

▶ 전년도 교통규제심의, 차선도색 등 주민편의 위주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예산연차적 감소 추세

3. 교통법규위반 단속 현황

고질적이고 무질서한 교통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과 안전의식을 높여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가. 현 황
구분

년도 계 음 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 침 과 속
(이동식포함) 기 타

2018년 35,365 337 96 2,247 114 30,614 1,957

2017년 33,356 242 128 3,818 205 26,045 2,918

대비(%) 2,009(6.0) 95(39.3) -32(-25.0) -1,571(-41.1) -91(-44.4) 4,569(17.5) -961(-32.9)

2) 분 석
▶   전년 대비 전체 단속건수 2,009건 6% 증가 

 - 전년대비 음주단속은 95건(39.3%) 증가, 무면허 32건(56.3%) 등 단속항목 전반적 감소

▶  주요 사고요인 행위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공감받는 단속」추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집필자 : 사천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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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방행정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및 조직

연혁

년  월  일 현  황

1948.�01.�01. 삼천포�민영소방서�설치��

1956.�07.�29. 삼천포�민영소방서�해체

1956.�07.�30. 삼천포�의용소방대로�개편

1969.�09.�20. 삼천포소방서�청사�신축�건립�

1969.�12.�23. 삼천포소방서�개서

1972.�01.�19. 삼천포소방서�중앙파출소�설치�승인

1987.�12.�23. 삼천포소방서�중앙파출소를�동금파출소로�명칭�변경

1990.�02.�12. 사천군�중�사천읍일원�삼천포소방서�관할로�편입

1990.�03.�14. 삼천포소방서�사천파출소�개소

1991.�06.�17. 삼천포소방서�남양파출소�개소

1992.�12.�31. 사천군�전지역�삼천포소방서�관할로�편입

1995.�05.�23. 삼천포소방서�곤양출장소�설치�승인

1995.�08.�01. 도·농통합시�출범으로�삼천포소방서에서�사천소방서로�명칭�변경

1997.�10.�30. 사천소방서�119구조대�설치�승인

1999.�12.�17. 사천소방서�곤양출장소�청사�이전�(신축)

2000.�04.�27. 사천소방서�사천파출소가�정의파출소로�명칭�변경

2002.�01.�10. 소방과,�방호과,�정의파출소가�소방행정과,�방호구조과,�사천읍파출소로�명칭변경

2002.�03.�06. 사천소방서�119구조대�청사�신축�이전�(준공�2002.01.15)

2005.�07.�07. 사천소방서�곤양파출소�신설�(개소�2005.09.28)

2006.�06.�28. 사천소방서�구조대�청사�증축

2006.�11.�02. 경상남도�규칙�제2788호(2006.11.02)에�의거,�파출소에서�119안전센터로�명칭�변경

2008.�07.�03. 경상남도�규칙�제2830호(2008.07.03)에�의거,�방호구조과에서�예방대응과로�명칭�변경

2011.�11.�29. 사천소방서�곤명119구급지원센터�설치�운영

년  월  일 현  황

2012.�01.�01.

경상남도�규칙�제2977호(2011.12.29)에�의거,�부서간�상호이전�
(119구조대와�남양119안전센터간)과�명칭�변경(남양119안전센터에서�사남119안전센터로)�
및�관할구역�일부�변경(남양동�일원을�남양119안전센터�관할에서�동금119안전센터�
관할로,�사남면�일원을�사천읍119안전센터에서�사남119안전센터�관할로)��

2013.�05.�14.

국유재산양여계약�체결
사천시�동금동�72-2번지�대지(1,745.8㎡)와�건물(1,389㎡)에�대해
양도자�안전행정부장관과�양수자�경상남도지사간�양여계약�체결로
사천소방서�대지�및�건물이�경상남도�소유로�등기됨

2013.�10.�31.
조직개편
2개과(소방행정과,�예방대응과)를
3개과(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현장대응과)로�개편

2015.�01.�01. 현장대응과를�현장대응단으로�명칭�변경

2015.�07.�02. 현장대응단�단일�지휘조사담당에서�지휘조사1,2,3담당�체제로�변경

2016.�12.�12. 사천읍119안전센터�청사�준공�및�이전(준공식�2016.�12.�16.)

2018.�10.�25.
경상남도�규칙�제3209(2018.10.25.)호에�따라
사천읍119안전센터에서�사천119안전센터로�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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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2과 1단 10담당 1구조대 4안전센터 1지역대 1구급지원센터

2. 소방력
인력

구  분 현  황

소방인력(170명) ▶소방공무원�:�170명

의용소방대(641명) ▶남성대�:�13개대�354명�����������������������������▶여성대�:�11개대�287명

보조인력(11명) ▶의무소방원�8명,�사회복무요원�3명�

장비

구  분 현  황

장��비

▶소방차량�:�35대(펌프6,�물탱크3,�고가사다리1,�굴절1,�조연1,�구급8,�기타15)
▶구조장비�:�154종�3,240점
▶구급장비�:�100종�2,616점
▶정보통신�:��20종���527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

소방행정담당 안전지도담당 방호담당

예산장비담당 예방교육담당 구조구급담당

민원실장

119구조대 동금119안전센터� 사천119안전센터� 사남119안전센터�

서포119지역대�

곤양119안전센터�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지휘조사 1팀장

지휘조사 2팀장

지휘조사 3팀장

사천소방서장

소방용수

법정소방용수 비법정소방용수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계 농촌형소화전 지정수리

553 482 19 1 51 45 23 22

3. 소방활동

※전년도 대비 화재 23.9% 감소, 구조 13% 증가, 구급 2.48% 증가, 민생지원 32.38% 증가

4. 소방대상물
구  분 현  황

특정소방대상물(7,591개소) ▶공장�1,260,�복합건축물�168,�기타�6,163

위험물제조소등(410개소) ▶주유취급소�78,�저장소�302,�제조소�1,�기타�29

다중이용업소(425개소) ▶유흥주점�170,�노래연습장�50,�기타�205

중점관리대상(15개소) ▶공장�2,�의료�6,�판매�3,�기타�4

5. 소방관련(협력) 단체
구  분 현  황

119소년단(5개대�129명) ▶유치부�:�1개대�30명/초․중등부�:�4개대�99명

긴급구조지원기관(13개소) ▶사천시,�군부대,�병원�등�

1일 평균 21.22건 출동

총 124건
1일 0.34건

총 2,249건
1일 6.16건

총 4,818건
1일 13.2건

총 556건
1일 1.52건

화 재 구 조 구 급
민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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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방활동 및 주요업무 성과
1. 소방활동
[화재진압]  1일평균 0.3건, 사상자 0.008명, 재산피해 1,223천 원

구 분
년 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 원)계 사망 부상

2018년 124 2 0 3 381,696

2017년 163 2 0 2 446,683

대비
증감 39 1 0 1 64,987

% △3.9 △50 - △50 △14.5

- 장소별 순위 : ① 주택 20건(16%) ② 공장시설 10건 (8%) ③ 자동차 10건(8%) 

- 원인별 순위 : ① 부주의 60건(48%) ② 전기 31건(25%) ③ 미상 17건(13%)

[구조활동]   1일 평균 6.16건 출동, 0.45명 구조

구 분
년 도

구조현황
비 고

구조건수(건) 구조인원(명)

2018년 2,249 166

2017년 1,989 154

대비
증감 260 12

% 13 7.8

- 유형별 순위 : ① 교통사고 69명(41.57%) ② 시건개방 10명(6%) ③ 산악 7명(4.22%)

[구급활동]  1일 평균 13.2건 출동, 13.78명 이송

구 분
년 도

구급현황
비 고

이송건수(건) 이송인원(명)

2018년 4,818 5,031

2017년 4,701 4,849

대비
증감 117 182

% 2.48 3.75

- 유형별 순위 :  ① 질병 3,014명(59.9%) ② 교통사고 1,054명(20.95%) ③ 사고부상 747명(14.84%) 

④ 기타 216명(4.31%)

2. 2018년 주요업무 성과와 과제
1. 주요성과
1) 주요업무 평가 실적

▶2018년 소방공무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 1위

▶2018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소방호스끌기 : 1위

▶2018년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강사 경연대회 : 3위

▶2018년도 긴급구조훈련 성과평가 : 4위 

▶2018년 제15회 경남 119소방동요경연대회(유치부 금상, 초등부 금상) ⇒ 금상

▶2018년 제4회 경남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 2위

2)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소방 관서장 화재취약대상 등 현장방문 지도 : 107개소

▶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한 예방활동 : 1,846개소 

- 양호 1377, 불량 469(조치명령 239, 기관통보 267, 과태료 46, 입건 2)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지도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추진(960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정밀점검 155, 작동기능점검 805)

▶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대책 추진 : 17개소 

- 전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 화재취약시기 관서장 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 실시

▶ 피난약자(노인·아동)시설 피난통로 확보대책 추진 : 18개소 

- 피난통로 축광형 유도선 설치 및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 관계자 및 생활인 대상 소방서 합동 피난훈련 및 안전교육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소방안전대책 

- 유인도서 163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 화재 안전도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

▶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소방안전교육 : 7회 /5,506여명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및 소소심 안전교육 등 : 270회/22,500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1,103세대

4) 위험물 제조소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 75개소(양호 58, 불량 17) 

- 조치내역 : 입건 3, 과태료 5건, 행정명령 1건, 시정명령 등 26건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단속 : 165개소(2건 적발 : 사법조치)  

▶ 위험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소집교육 : 1회

5) 특정소방대상물 초기대응역량 및 현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 

▶ 자위소방대 능력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 377개소 

- 1급 28, 중점 12, 특별관리 3, 2·3급대상 등 3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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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동로 환경 조성 

-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및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 12회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 35건

▶ 대형전통시장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노면표시

▶ 도서지역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위한 MOU체결 : 4건

▶ 대량 위험물제조소 화재대응훈련 및 매뉴얼 정비 : 1회 

- 공군 제3훈련비행단(옥외탱크 및 이송취급소)

6) 맞춤형 의용소방대 운영 확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및 개편 

- 선박전문의용소방대 발대(2018.04.25.) 

- 기존 남양남성 지역대를 산악전문의용소방대로 개편(2018.11.20.)

7)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 긴급구조훈련 등 실시 : 23회(82개 기관.단체, 인원 1,280명)

▶ 유형별(화학,산악,수난)사고 대비 대응훈련 : 13회 268명

▶ 사천시긴급구조대응계획서 제작 및 배부 : 25개소 85부

8)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5분 도착률 향상 대책 추진 : 도착률 62.6% 달성

▶ 농·어촌 원거리 지역 자율진화대 교육 훈련 : 3개소 9회

▶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전통시장 출동로확보: 13개소 12회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전술훈련 : 408회

▶ 화재취약대상(공공기관 포함) 합동소방훈련 : 191회

과  제
1) 노후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

2) 필로티 건축물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

3) 피난약자시설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4) 재난현장 소방활동 환경개선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제3절 2019년 주요 업무계획
1.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투명하고 공정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희망부서 파악 및 격무부서 근무자 순환배치 

- 직무관련 유자격자 우대 및 합리적 인사관리 

- 직원 개별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 자기계발 및 여가증진을 위한 「월례휴가」적극활용

▶ 직장동호회 활성화 

- 전 직원 1인 1동호회 가입으로 직원간 소통·화합의 장 마련 

-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 관리

2. 노후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
▶ 사남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 

- 위치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53(월성리) 

- 청사현황 : 철·콘조, 지상 2층, 연면적 528.31㎡ 

- 사업내용 : 2층 여직원 편의시설(샤워실 등) 설치 및 청사 도장 

▶  노후 소방차량 교체 

- 교체수량 : 4대 

- 차량종류 : 구급차, 펌프차, 순찰차, 버스 각 1대

3. 필로티 건축물 등 화재안전 예방대책 추진
▶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기간 : 2019. 1. 1. ~ 2019. 6. 30.(6개월) 

- 대상 : 736개동(다세대․연립주택 등) 

- 조사반 : 2개반 6명(소방 2, 건축직 2, 전기기술자 2) 

- 점검내용 : 법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피난용이성, 가연성 내·외장재 등 실태조사 

-  향후계획 

•주출입구 화재확산방지 위한 방화문 등 교체(공공기관 우선설치 협의) 지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모색 및 개선 추진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 

- 기간 : 2019. 1. 2. ~ 2019. 12. 31.(1년) 

- 대상 : 1,448개동 

- 조사반 : 3개반 9명(소방 3, 건축직․경력 3, 점검보조 3) 

- 주요내용 : 불량정도에 따른 관계인 자진개선 유도 또는 의법조치 

- 향후계획 : 안전도평가(A~E등급)를 통한 2020년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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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 계절, 시기 등 화재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소방특별조사 실시 

- 소방안전특별조사,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실시 

-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대상 재발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반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통한 부실점검 근절 

- 매월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대상 중 20% 선정 표본조사 

- 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강화 

- 표본점검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확인점검

▶ 관계인 자체점검 능력강화 방안 추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연중 소방시설 실무교육장 운영 

- 자체점검 실시대상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창구 운영

▶ 위험물 제조소등 안전관리 강화 

- 각종 행정조사와 연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단속 

-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인 소집교육 및 예방규정 지도점검

5.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통시장 관련부서 및 관계인 합동 안전시설 확충방안 마련 

- 시기별 시청 지역경제과 및 전통시장 관계인 간담회 실시 

   ※ 전통시장 상인 고충수렴 및 2019년 사천시청 예산집행 계획 토론 

- 전통시장 필수․필요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 협의 

- 협의를 통한 화재취약 전통시장 우선 안전시설 보강사업 추진

▶ 화재취약업소․세대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기·난방용품 안전사용을 위한 캠페인 및 지도방문 

- 자율 화재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작․배부 및 서한문 발송 

- 연중 유형별 홍보활동(홍보전단지, 안전픽토그램 배부 등) 전개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방위 확대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800세대 무상보급(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천시 관련부서(재난안전과, 사회복지과 등) 연계 보급 추진 

- 사천시 1읍·7면·6동 이·통장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 사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활용 캠페인 영상 송출

6. 안전약자시설 합동컨설팅을 통한 안전대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14. ~ 2019. 4. 30.까지 

- 추진대상 : 26개소(요양병원6, 노인관련18, 아동양육1, 장애인거주1)

▶ 민·관 전문가 참여한 안전컨설팅 실시 

- 일시 : 2019. 1. 14. ~ 2019. 2. 20.까지 

- 참여 : 소방서, 시청,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 내용 :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합동안전점검

▶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 일시 : 2019. 2월 중/소방서 3층 회의실 

- 참여 : 소방서, 시청,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대상물 관계자 

- 내용 : 안전컨설팅 결과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대책마련

▶ 대책회의 결과 시정보완 및 대응대책 등 추진 

- 예방분야 : 소방시설 시정보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 대응분야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 추진, 피난 대피방안 등 강구 

- 건축분야 : 방화구획, 방화문, 피난계단, 피난교 등 설치 보강 

- 제도분야 : 요양시설 설치 관련 법, 규정 등 개선 도출 및 개정 요청

7. 시민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안전도시 구축
▶ 교육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및 눈높이 교육 콘텐츠 운영

▶ 소방안전교육 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및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확대 

- 민방위대원·성인·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 범시민 심폐소생술 및 생활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 어린이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확대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 

- 노래를 통해 안전을 배우는 “119소방동요대회” 참여 

- 불조심의 생활화를 위한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 참여

8. 현장대응 기반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소방차량 출동여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 

- 도로공사·상습정체구간 및 우회도로 지속 확인(기동순찰 병행 3회/일이상)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행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유관기관협조) 

- 재래시장, 상습 무분별 주정차 구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1회/월이상) 

- 소방차 통행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확행

▶ 재난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훈련 실시 

- 재난초기 후착대 도착 전 선착대(1개 안전센터*) 중심 소방전술훈련 

   ※펌프, 물탱크, 구급차 기준 

- 소방대상물 주요용도별 특수차량 배치 및 활용훈련 

- 재난유형별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에 따른 현장대응절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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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소방활동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합동훈련 

▶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현장중심 교육 

- 위험예지훈련을 통한 현장 위험요인 도출 등 토의 활성화 

- 현장활동 종료 후 안전관리 문제점 및 보완사항 공유 

- 신규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담 멘토제 운영

9. 지역특성에 적합한 의용소방대 운영 추진
▶ 의용소방대원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전문(산악·선박)의용소방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추진(분기 1회 이상) 

- 전문기술 자격보유자 대원 영입으로 전문성 확보 

- 수호천사, 생활안전강사 등 자질강화를 위한 교육(분기 1회 이상)

▶ 현장참여 위주 활동영역 확대 및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 

- 와룡문화제, 항공우주엑스포 등 관내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장 부스운영 

- 해맞이, 정월대보름 등 화재특별경계 근무기간 전진배치 및 순찰 

- 산불예방, 물놀이순찰, 등산목지킴이, 화재예방 등 계절별 활동 추진 

- 관내 지역행사 시 CPR 홍보단 운영 실시

▶ 생활밀착형 안전봉사활동 전개 

- 화재 취약계층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 119수호천사, 생활안전강사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확대 

- 김장나눔행사 등 119 사랑 나눔행사 전개 

10. 안심 주고 보람 받는 구급서비스 제공
▶ 친절을 통한 구급서비스 만족도 향상 

- 직장교육 및 구급대원 순회교육을 통한 대민 친절교육 실시 

-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로 구급민원 및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전예방 

- 구급서비스 만족도 상승에 따른 119브랜드 가치 상승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대비해 전문처치 능력 향상 

- 전문구급차 다중출동으로 병원 전 단계 최상의 응급처치 제공 

- 2급 응급구조사 양성 및 양질의 교육을 통한 보조 처치자 능력 향상 

- 신뢰받는 구급대원으로 현장활동 능률 향상

▶ 구급분야 팀 단위 전술 능력 강화 

- 3인구급대 확대 운영에 따른 상황별 구급현장 처치 전술 배양 

- 전문소생시뮬레이터를 이용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전술평가 대비가능 

- 구급강사에 의한 교육을 통해 형식이 아닌 실질적 구급교육

11. 조사에서 복구까지 ONE-STOP SERVICE
▶ ONE-STOP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 화재·재난 현장(사전고지) : 유형별 맞춤형 피해지원사항 안내 

- 화재·재난 종료(방문해결) : 한번 방문으로 모든 민원사항 해결 

▶ 화재피해주민 긴급복구반 운영 

- 대상 : 주택화재로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소외계층 

- 구성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등 연계 

- 구호지원 : 생활지원 긴급구호물품세트 지급(침구류, 식기세트 등) 

- 복구지원 : 화재현장 청소 및 잔존물 제거, 폐기물처리, 배수지원 등

▶ 생계보장형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 소외계층 500가구 이상

▶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한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확대 

- 구성 :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운영화재 : 인명피해 발생, 재산피해 일천만원 이상, 사회 이슈화등

집필자 : 사천소방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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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만관리

제1절 조직 및 정·현원

가. 연  혁 : 2010.  3. 18. 지방관리 위임 항만 
※ 무역항(6개) : 통영, 삼천포, 장승포, 옥포, 고현, 하동항 

연안항(1개) : 중화항

나. 조  직 : 3개 담당

다.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5 4 5 1

현��원 15 1 7 3 3 1

2. 주요업무
▶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 관리운영 업무
▶ 항만 질서유지, 안전항행 지도 업도
▶ 선박 및 화물의 입출항에 관한 업무
▶ 해양시설 신고, 해양환경 개선 업무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
▶ 공사작업․선박수리․강제도선면제 등
▶ 예산집행 및 계약체결, 결산관련 업무
▶ 각종 세입의 징수 및 결산관련 업무

사천담당통영담당

항만관리사업소

거제담당

3. 관할구역 및 항만시설 현황

가.  관할구역

항만명 개항일 안벽연장(m) 동시접안능력(척) 하역능력(천톤/년) 특 성

계 4,079 25 26,527

통영항 1963.�9.�25 1,720 9 269
중형조선소�지원
해양레저시설�지원

삼천포항 1966.�4.�16 2,007 10 13,240 삼천포화력본부�지원

장승포항 1965.�6.�25 - - - 관광•여객�수송

옥포항 1974.�4.�22 100 1 1,410 대우조선소�지원

고현항 1983.�8.�30 252 2 1,150 삼성조선소�지원

하동항 2011.�3.�9 - 3 10,458 하동화력본부�지원

중화항 2009.�4.�6 - - - 연안항(항만개발�계획중)

※관할 7개 항만(지방관리항 6, 연안항 1)

2) 항만시설 현황(삼천포항)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향촌동∼대방동), 고성군 하이면 일원의 해면 

▶항 계 :  대방천 하구 - 장구도 북단 - 신수도 북단 - 추도 북단 - 신수도 최동단 돌출부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서단 및 동단을 연결한  선-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어선선착장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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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두별 선석 및 접안선박

부두별 선석길이(M) 접안능력(척) 하역능력(천톤) 야적장(㎡) 주요 
취급화물 비 고

계 2,007 10척 13,240 166,000

신항부두 1,062

1,000톤급×2척
5,000톤급×2척
10,000톤급×2척
20,000톤급×1척

5,982 166,000

수입활석
펄프,�모래��
고령토�
철구조물

삼천포
화력부두

945
50,000톤급×1척
100,000톤급×2척

7,258 유연탄

-쉽언로다
1,500T/H�×2기
1,000T/H�×2기
-컨베어벨트�2기,�10.2km
-발전기�6기용량�324만kw

▶ 정박구역(정박지)

구역명 위  치 정박능력

제1구
북위�34도55분13.174초,�동경128도04분58.174초의�지점을�
중심으로�한�반경�200M�원안의�해면

총톤수�3천톤�이하의각종�선박

제2구
북위�34도54분46.177초,�동경128도04분46.175초의�지점을�
중심으로�한�반경�200M�원안의�해면

총톤수�1만톤�이하의각종�선박

제3구
북위�34도54분57.176초,�동경128도04분07.178초의�지점을�
중심으로�한�반경�200M�원안의�해면

총톤수�1만톤�이하의각종�선박

제4구
북위�34도54분13.181초,�동경128도05분31.171초의�지점을�
중심으로�한�반경�400M�원안의�해면

총톤수�10만톤급�선박�및�통과선박

※세계측지계(WGS-84)에 의한 경위도 좌표 적용

3. 해상운송(삼천포 항 기준)
가. 선박 입․출항                                                                                                                        (단위 : 천톤)

구 분
계 외항선 내항선 전년대비 비율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2016년도 2,832 19,550 406 17,468 2,426 2,082

77% 78%2017년도 2,421 18,994 391 16,934 2,030 2,060

2018년도 1,872 14,847 335 13,345 1,537 1,502

나.  화물수송                                                                                                                         (단위 : 천톤)

구 분 계
외 항

연 안 전년대비
비      율소 계 수 출 수 입

2016년도 11,245 10,024 4 10,020 1,221

91%2017년도 11,177 9,797 25 9,772 1,380

2018년도 10,202 9,232 34 9,198 969

※유연탄 수입량이 외항화물 수송량의 90~92%를 차지함

집필자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사천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