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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혁 제2장 입지여건

연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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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위치

우리 시의 위·경도 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시청 소재지 방위 지명 극점 연장거리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동단 정동면 감곡리 북위 35° 03′ / 동경 128° 11′

동서간 27.7㎞
남북간 30.4㎞

서단 곤명면 삼정리 북위 35° 08′ / 동경 127° 52′

남단 동서동(신수도) 북위 34° 52′ / 동경 128° 04′

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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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농경지 21%, 대지 3%, 기타 19%로 주로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174.3㎞ 해안선을 따라 10개의 유인도와 35개의 무인도가 있으며,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으로서 수산물의 집

산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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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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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천강, 사천강, 죽천천, 백천천, 가화강, 곤양천이 흘러 수리 이용이 용이하고 토양이 비옥 

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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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이 

가장 적고 8월이 가장 많으며, 7~8월의 강수량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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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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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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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중심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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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우리시의 총 면적은 398.67㎢로서 지목별로 구분하면 농경지 21%, 임야 57%, 대지 3%, 기타 19%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읍·면·동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읍·면·동별 현황 (단위: ㎢)

용도별
 
읍면동별

계
농경지

임야 대지 기타
전 답

계 398.67 24.65 58.73 228.68 13.2 73.41

사천읍 29.73 2.42 3.25 13.05 1.44 9.57

정동면 36.64 1.96 5.02 23.66 1.03 4.97

사남면 42.46 1.32 6.67 24.89 1.33 8.25

용현면 27.88 1.98 7.17 12.11 1.49 5.13

축동면 23.3 2.14 2.38 11.27 0.61 6.9

곤양면 61.14 3.8 7.25 39.38 0.99 9.72

곤명면 69.72 2.37 7.54 46.26 1.01 12.54

서포면 48.07 4.4 10.59 24.4 1.12 7.56

동서동 9.76 1.3 0.58 5.77 0.73 1.38

선구동 3.38 0.35 0.53 1.45 0.47 0.58

동서금동 0.94 0.05 0 0.01 0.38 0.5

벌용동 9.72 0.41 0.75 6.46 0.87 1.23

향촌동 12.61 1.02 3.68 4.81 0.81 2.29

남양동 23.32 1.13 3.32 15.16 0.92 2.79

제2절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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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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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개 통·리, 1,53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읍·면·동별 행정구역 현황 (2019. 12. 31. 현재)

구분 법정동리
통·리·반

자연마을 비고
통·리 반

계 117 396 1,534 487

사천읍 11 39 212 33

정동면 10 30 1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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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31. 현재)

구분 법정동리
통·리·반

자연마을 비고
통·리 반

계 117 396 1,534 487

사남면 11 42 123 40

용현면 12 31 91 26

축동면 7 17 28 37

곤양면 13 30 67 69

곤명면 16 25 67 78

서포면 10 22 66 103

동서동 7 35 158 10

선구동 3 23 110 5

동서금동 2 20 111 -

벌용동 3 42 211 5

향촌동 6 20 81 18

남양동 6 20 85 26

제3절 인구 및 가구

우리 시의 2019. 12. 31.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2,503세대 115,280명이며 내국인은 111,925명, 외국인은 3,355

명이다. 내국인 중 남자는 56,451명, 여자는 55,474명이며 읍·면·동별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읍·면·동별 인구 및 가구현황 (2019. 12. 31. 현재)

구분 세대수
(외국인제외) 합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52,503 115,280 111,925 56,451 55,474 3,355 2,614 741 

읍면계 30,220 67,235 65,457 33,474 31,983 1,778 1,242 536 

사천읍 8,895 19,406 18,983 9,880 9,103 423 269 154 

정동면 4,402 10,833 10,732 5,341 5,391 101 57 44 

사남면 6,658 16,750 16,030 8,368 7,662 720 539 181 

용현면 3,769 8,027 7,931 3,963 3,968 96 38 58 

축동면  935 1,884 1,708 895 813 176 163 13 

곤양면 1,934 3,677 3,541 1,800 1,741 136 118 18 

곤명면 1,681 3,007 2,934 1,444 1,490 73 33 40 

서포면 1,946 3,651 3,598 1,783 1,815 53 25 28 

 (2019. 12. 31. 현재)

구분 세대수
(외국인제외) 합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동계 22,283 48,045 46,468 22,977 23,491 1,577 1,372 205 

동서동 3,616 7,249 6,861 3,358 3,503 388 340 48 

선구동 2,771 5,745 5,440 2,701 2,739 305 276 29 

동서금동 2,784 5,718 5,506 2,697 2,809 212 192 20 

벌용동 7,221 16,210 16,012 7,831 8,181 198 145 53 

향촌동 3,280 7,492 7,077 3,643 3,434 415 385 30 

남양동 2,611 5,631 5,572 2,747 2,825 59 34 25 

제4절 행정기구 및 공무원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4국(1한시기구), 3담당관, 2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1읍, 7면, 6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의 수는 912명으로 인구 111,925명을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명이 122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시본청 508명, 보건소 73명, 농업기술센터 52명, 사업소 47명, 출장소 2명, 읍·면·동 213명, 

시의회(사무국) 17명으로 되어 있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직 883명, 지도직 27명, 연구직 1명, 정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기구 
◆ 총괄: 4국(1한시기구), 3담당관, 2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출장소, 1읍7면6동 (2019. 12. 31. 현재)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국 담당관 과 팀 국 팀 소 과 팀 소 팀 읍 면 동

4 3 22 104 1 2 2 5 21 3 11 1
1

(6팀)
7

(30팀)
6

(14팀)

나. 공무원 정·현원 현황 (정원 / 현원)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시간
선택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13   

   912

882

883

1

1

7

7

49

49

235

295

256

254

211

161

123

116

1

1

29

27

1

1 9

본청
508  

   508

506

506

1

1

4

4

25

25

146

179

152

143

109

89

69

65

1

1

1

1
7

의회
17   

     17

17

17

1

1

2

2

3

3

3

8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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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현원)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시간
선택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소
504   

   501

73

73

1

1

2

2

15

31

27

15

24

16

4

8

농업
기술
센터

17   

     17

24

25

1

1

3

3

7

8

8

6

2

6

3

1

29

27

사업소
53

52

47

47

3

3

13

16

13

14

12

11

6

3

출장소
47

47

2

2

1

1

1

1

읍면동
213

213

213

213

14

14

50

57

52

68

60

35

37

39 2

다. 기구표 

◆ 4국 3담당관 22과 104팀 (2019. 12. 31.기준)

◆ 직속기관: 5과 22팀 

◆ 출장소: 1소 (신수출장소) 

◆  읍면동: 1읍 7면 6동 50팀(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  시의회: 1국 2팀

◆ 사업소: 3소 11팀

보건소

(2과 8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3과 14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팀
교육지원팀
학사운영팀

복지관운영팀

환경사업소

청소팀
청소시설팀

폐기물관리팀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하수관리팀

행정복지국

(7과 32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산업관광국

(6과 27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건설도시국

(6과 25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담당관

(3담당관 10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담당관

우주항공국

(3과 10팀)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시장

부시장

전문위원(3명)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의정팀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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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정규모

2019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5%로서 재정규모는 총 783,756백만 원으로 2018년도 682,429백만 원보다 

101,327백만 원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707,659백만 원으로 86,543백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6,097

백만 원으로 14,784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재정규모 (단위: 백만 원)

회계별
2019 2018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783,756 100 682,429 100 101,327 14.8 

일반회계 707,659 90 621,116 91 86,543 13.9 

특별회계 76,097 10 61,313 9 14,784 24.1 

상수도사업(공기업) 20,422  2.7 18,967 2.8 1,455 7.7 

하수도사업(공기업) 15,617   2.1 11,485 1.7 4,132 36

발전소주변지역지사업 6,015    0.8 2,584 0.4 3,431 132.8 

의료급여기금 2,802   0.4 2,342 0.3 460 19.6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정자금관리

341   0.1 288 0 53 18.4 

수질개선사업 943 0.1 1,029 0.2 -86 -8.4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163 0.5 3,675 0.5 488 13.3 

농공단지사업 12,895  1.7 7,269 1.1 5,626 77.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867 0.4 2,735 0.4 132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71 0.0 272 0 -1 -0.4 

도시개발 1,706 0.2 723 0.1 983 136 

종포일반산업단지 1,043 0.1 3,264 0.5 -2,221 -68 

지하수관리 595 0.1 492 0.1 103 20.9 

농어업발전기금 6,417 0.8 6,188 0.9 22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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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9 주요시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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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노력한 한 해였다.

1.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사천바다케이블카),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그 동안 우리시의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시 사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사천바다케이블카 중심의 해양관광도시 기반 마련

2018년 4월 개통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하여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계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초양도 아쿠아리움 조성,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또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시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3.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차세대 중형위성조립공장을 포함한 KAI우주센터 유치를 통해 국내 위성분야 집적화와 함께 우리시가 항공산업에 

이어 우주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토지 수용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진행하는 등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6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하였다.

또한, 종포일반산업단지 내에 항공우주산업 물류센터를 준공하여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중소 항공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산업단지간 원활한 물류이동과 국도3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은 지질조사 용역과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2019 사천에어쇼’는 민·관·군 합동의 다이나믹한 에어쇼와 함께 획기적이고 다양한 항공관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인 32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항공 비즈니스를 

통한 수출활성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에어로마트 사천 2019’ 행사를 국내·외 76개 항공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억4,00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둠으로써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4. 시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과 함께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고 도시재생프로젝트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와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굴항’ 사업은 본격적으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호복포항 개발사업에 이어 낙지포항 개발사업, 중촌항 개발사업이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되어 1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4년 넘게 진행해온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협상이 시민들과 사천시, 사천시의회, 지역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오랜 기간 많은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의 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였다.

                   ◆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 사천바다케이블카 중심의 해양관광도시 기반 마련

                   ◆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 시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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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20 주요업무계획

1. 열린 시정으로 함께하는 ‘시민중심 명품도시’ 건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이다.

또한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특화된 청년지원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며,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보건기관 20개소에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시설물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보건소를 증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 설치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종합적인 치매관리와 대상자별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과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도시재생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와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 고을 

대방굴항’ 사업은 계획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기대한 이상의 결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0년 5월 준공하고 용현면 행정복지센터는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상반기에 착공

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명실상부한 ‘세계적 우주항공 미래도시’ 건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도1호선 확·포장사업은 우선사업 시행구간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 유치에도 힘쓸 것이다. 또한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는 1단계 지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 지구의 지속적인 공사추진과 3단계 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리 조선소 집단화를 위한 향촌2일반산업 조성을 연내 마무리하고, 서부일반사업단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서부권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또한 다목적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 열린 시정으로 함께하는 ‘시민중심 명품도시’ 건설

                   ◆ 명실상부한 ‘세계적 우주항공 미래도시’ 건설

                   ◆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

                   ◆ 인재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품격높은 교육도시’ 건설

                   ◆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중심 생태도시’ 건설

                   ◆ 시민모두가 행복한 ‘균형있는 상생도시’ 건설

                   ◆ 희망으로 미소짓는 ‘농·어업 선도도시’ 건설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고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과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항공부품업체의 생산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어로마트 사천 2020 개최, 항공부품 직수출 컨설팅 지원, 항공부품 해외수주 개척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 항공부품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항공산업 전반이 동반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

사천바다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사업을 마무리하여 대형버스의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케이블카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기존 관광시설을 정비·보강하여 그 기능을 극대화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 

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을 비롯하여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등대모형과 포토존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초양도 아쿠아리움 건립을 완료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한편, 실안관광지에 호텔을 건설하여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늑도, 신도, 마도, 저도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산 정상부 일원에 대형 관광조형물 조성을 추진하여 또 하나의 관광 랜드마크화 함으로써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우리 시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주변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완성시켜 나아갈 것이다.

4. 인재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품격높은 교육도시’ 건설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해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며,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사천시립도서관의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최적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사천아카데미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독서교실과 직장인 

수요를 고려한 어학과목 야간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삼천포 

고등학교 기숙사, 다목적 훈련실 건립과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을 지원하여 명품교육도시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나갈 것이며, 초·중·고교생 무상급식과 공립·사립·병설 유치원 20개소에 식재료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 농업인의 판로확대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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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중심 생태도시’ 건설

용현면 선진리와 신촌리 일원의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적 

가치 증진 및 해양관광기반 조성에도 힘쓸 것이며, 와룡동에서 동서금동 일원에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의 생태기능을 향상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소하천 6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 

할 것이며, 정동면 소곡리와 곤양면 무고리 등 저수지 2개소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농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삼천포항 도시재생 뉴딜지구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며, 음식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시설 내구 연한 도래에 대비하여 사등동 

일원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 시민모두가 행복한 ‘균형있는 상생도시’ 건설

저소득층의 기본생계 보장과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힘쓸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장애인연금 수령자를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그리고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먼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서부권부터 착공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해 가겠으며, 저소득층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제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7. 희망으로 미소짓는 ‘농·어업 선도도시’ 건설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을 육성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청정축산업을 육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천시 체험관광센터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발효재단 설립을 통해 발효산업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킴으로

써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유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으며, 

기후조건의 변화에 대비해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과수 전략작물 개발과 육성에 힘써 우리 시 농산물 경쟁력이 강화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촉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어촌뉴딜 300사업인 호복포항 개발은 실시설계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광기반 조성과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항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쓰는 한편, 서포굴 유통복합공간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