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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충혼탑 참배(1일)

•2019년 시무식(2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캠페인(3일)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기총회(11일)

•시장 읍면동 순방

•사천시 생활개선회 연시총회(17일)

•2019 기획공연 신년음악회(17일)

•찾아가는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17일)

•정보화농업인연구회 정기총회(18일)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정기총회(21일)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안전보건교육(23일)

•사천시장배 전국의료인 농구대회(24일)

•한창우나가코 교육문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25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8일)

•상반기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30일)

•설 명절 맞이 기관 위문(5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8일)

•제41회 삼천포수협 풍어제(15일)

•제6회 사천읍민 윷놀이대회(19일)

•정월대보름 행사(19일)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 정기총회(20일)

•사천시체육회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20일)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사천시지회 정기총회(22일)

•사천문화원 정기총회(22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5일)

•사천시 관광진흥협의회 정기총회(25일)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 정기총회(20일)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정기총회(27일)

3월 4월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 정기총회(8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캠페인(5일)

•바르게살기운동사천시협의회 정기총회(7일)

•사천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9일)

•응답하라 사천! 제6회 신춘마라톤대회(1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13일)

•제14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14일)

•한국외식중앙회 경남지회 사천시지부 정기총회(20일)

•제5회 사천시오픈 전국테니스동호인 랭킹대회(15 ~ 16일)

•제100주년 3.1절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21일)

• 제10회 사천시장배 와룡울트라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24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5일)

•선진리성 벚꽃축제(30일)

•용현면민 건강걷기대회(31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캠페인(1일)

•제3회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회원 한마음대회(4일)

•서포면 별주부전 축제(6일)

•제4회 사천시장배 골프대회(8일)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12 ~ 14일)

•제10회 밝은 땅 다솔축제(13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22일)

•제4회 사천청년재능기부단 효 콘서트(24일)

•제24회 와룡문화제(26 ~ 28일)

•제11회 주민복지박람회(26 ~ 28일)

•삼벌회 창립31주년 효자효부표창 및 경로잔치(28일)

•2019 사천시장배 국제 댄스스포츠대회(27일)

•제10회 구암제(28일)

•삼벌회 창립31주년 효자효부 경로행사(28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9일)

2019년도 월간행사일정

 (2019. 12. 31. 기준)

5월 6월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확립 캠페인(2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행사(3일)

•사천청년지도자협의회 경로효도잔치(4일)

•제18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한마당(5일)

•제16회 사천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5일)

•제24주년 시민의 날 행사(10일)

•벌용동 한마음 건강걷기대회(11일)

•삼천포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단 이취임식(17일)

•제15회 사천수궁가 전국 판소리경연대회(18 ~ 19일)

•제3회 사천 우리밀 축제(18일)

•제20회 사천시장기 족구대회(19일)

•제23회 사천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19일)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축원제(25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0일)

•제24회 바다의날 기념 행사(31일)

•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및 나눔행사(31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확립 캠페인(4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6일)

•대한민국 장애인카누대회 및 해양스포츠대회(7 ~ 8일)

•제15회 사천시장배 운수종사자 체육대회(9일)

•삼천포라이온스클럽 회장단 이취임식(12일)

• 제15회 사천시장배 고등학교스포츠동아리 체육대회 

(14일)

•곤명면민 건강걷기대회(15일)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20일)

•사천아카데미 제131강(20일)

•제11회 이통장 한마음 대회(21일)

•제21회 박재삼문학제(21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4일)

•사천시 새마을회 상반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25일)

•사천시 생활체육 축구대회(25일)

•2019년 상반기 시민토론회(25일)

•6·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 개최(25일)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26일)

•사천시민 건강걷기대회(29일)

7월 8월

•제29회 한국미술협회 사천지부 정기전(2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2일)

•2019년 대학생 여름아르바이트 운영( ~ 19일)

•한국생활개선회 사천시연합회 한마음대회(8 ~ 9일)

•제18회 사천시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24 ~ 28일)

• 한국전쟁전후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영구위패 봉안 및 

제10회 합동위령제(25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2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1일)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돗자리 무료영화 상영(15일)

•제9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9일)

•선구동민 건강걷기대회(15일)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장 취임식(22일)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통일노래 개사 경연대회(23일)

• 제4회 사천시장배 전국 무에타이, 킥복싱 선수권 대회 

(24일)

•제20회 사천시장기 축구대회(24 ~  25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6일)

•제49회 추계 전국남녀 중고농구 연맹전 사천대회(26일)

•2019년 벌용음악회(30일)

•더좋은사천 사천강 치어방류 행사(31일)

•제14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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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추석 명절 맞이 어려운 시민 위문(3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3일)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5일)

•에어로마트사천 2019(5일)

•토요상설무대 한가위 프러포즈(12일)

•사천아카데미 제132강(19일)

•제8회 다슬기축제(20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3일)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24일)

•관내 중학생 시청 견학 및 공무원 직업체험(26일)

•민주평통 제19기 사천시협의회 출범식(26일)

•제5회 곤양비봉내 축제(27일)

•제6회 곤양천 코스모스꽃길 건강걷기대회(28일)

• 제12회 사천시장배 전국남녀 교등부 단체대항전 및 

경남유도대회(28 ~ 29일)

•제19회 사천시장배 볼링대회(29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1일)

•사천읍시장 신바람 장바구니 축제(4일)

•제5회 고려현종 대왕제(5일)

•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11일)

• 제41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2019 사천시 자연보호 화합한마당(14일)

•제11회 사천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17일)

•2019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18 ~ 20일)

•사천음악제 바다페스티벌(19일)

•사천에어쇼 축하 공군 군악음악회(23일)

•2019 사천에어쇼(24 ~ 27일)

•향촌동 매향관 개관식(25일)

•제11회 사천시장배 사회인 야구대회(27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8일)

11월 12월

•제12회 사천시장기 태권도 대회(2일)

•제11회 사천시장배 전국생활체육 복싱대회(3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5일)

•제41회 와룡산 비룡제(9일)

•제18회 사천시장기 배구대회(10일)

•2019 사천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17일)

•제20회 사천시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17일)

•사천아카데미 제134강(21일)

•제3회 사천시장배 경남탁구대회(24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5일)

•2019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27 ~ 29일)

•2019년 하반기 시민토론회(29일)

•2019 사천시장배 테니스대회(29일)

•제13회 사천시장기 궁도대회(30일)

•바르게살기위원회 법질서확립 캠페인(3일)

•사천시 새마을회 하반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3일)

•사천시 성탄트리 점등식(3일)

•사천시 재향군인회 안보다짐대회(6일)

•사천시남성합창단 정기공연(7일)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10일)

•기획공연 송년콘서트(18일)

•2019 사천스포츠클럽 송년의 밤 행사(19일)

•사천아카데미 제135강(19일)

•제9회 사천시장배 전국아마바둑대회(22일)

•사천시민대종 제야타종(31일)

시 간부공무원 명단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2019. 12. 31. 기준)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시장 시장 송도근(宋道根)

부시장 지방부이사관 최재원(催載元)

행정복지국장 지방서기관 제정건(諸廷建)

산업관광국장 지방서기관 최석문(崔奭文)

건설도시국장 지방서기관 정태현(鄭台鉉)

우주항공국장 지방서기관 정국현(鄭國鉉)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박헌진(朴憲鎭)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영권(劉永權)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서기관 강영호(姜永浩)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강점종(姜点鍾)

공보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종연(李鍾連)

혁신담당관 지방공업사무관 강형래(姜亨來)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옥태(姜玉泰)

주민생활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조현숙(趙顯淑)

사회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호숙(林浩淑)

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영호(崔英浩)

민원지적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정권(金廷權)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성진(鄭成珍)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기(金泰基)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대웅(鄭大雄)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현경(申鉉涇)

환경위생과장 지방환경사무관 박종원(朴宗源)

해양수산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조(李相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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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지방공업사무관 김상표(金相杓)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남근(李南槿)

재난안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채영석(蔡泳錫)

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유재기(兪載起)

건축과 지방시설사무관 한윤철(韓潤鐵)

건설수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재화(鄭在和)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종욱(鄭鍾旭)

도시재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현수(金玄洙)

우주항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조(金成祚)

산단관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영수(朴英洙)

지역경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진윤(金鎭閏)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지방보건사무관 황옥순(黃玉順)

건강증진과장 지방간호사무관 정희숙(鄭姬淑)

농업기술

센터

농축산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기룡(金起龍)

미래농업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최동근(崔東根)

기술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점희(李点喜)

평생학습센터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서효숙(徐孝淑)

환경사업소장 지방환경사무관 신현범(申鉉釩)

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업사무관 여인택(呂寅澤)

   시의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황대성(黃大成)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인구(李仁九)

2. 읍·면·동 (2019. 12. 31. 기준)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오(朴相五)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의(林正義)

 사남면장 지방녹지사무관 김종수(金鍾秀)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숙미(李叔未)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일(金性佚)

 곤양면장 지방농업사무관 김대준(金大俊)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태세(朴泰世)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용현(白龍鉉)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이서(具二書)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원희(白媛喜)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남석(權男錫)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수(李京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우현(朴禹呟)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문창훈(文昌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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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정열(朴正烈) 사천읍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김현철(金賢澈) 선구동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황재은(黃在珢) 사남면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행원(金行元) 사천읍

자유한국당 김여경(金余曔) 사남면

가선거구

무소속 김영애(金榮愛) 사남면

자유한국당 최인생(崔仁生) 사남면

자유한국당 구정화(具晶華) 사남면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김규헌(金奎憲) 곤양면

더불어민주당 김봉균(金奉均) 곤양면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동환(崔東煥) 대방동

자유한국당 이삼수(李三守) 선구동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종권(朴鍾權) 용강동

자유한국당 전재석(田在錫) 벌리동

자유한국당 김경숙(金瓊淑) 동금동

 도·시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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