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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월간행사일정

 (2020. 12. 31. 기준)

1월 2월

•충혼탑 참배(1일)
•2020년 시무식(2일)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 홍보(3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주요농업시책설명회)(7일)
•시장 읍면동 순방
•농촌지도자회 정기총회(15일)
•사천아카데미 제136강(16일)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식(20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0일)
•사천시 농업경영인 정기대의원 총회(20일)
•사주천년교 개통식(21일)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 정기총회(21일)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장 이취임식(22일)
•동계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농구대회(28일)
•한창우 나가코 교육문화재단 장학증서 수여식(30일)

•KAI 상생문화 확산 및 정책 선포식(3일)
•여성농업인회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3일)
•삼천포새마을금고 정기총회(10일)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11일)
•사천시 관광진흥협의회 정기총회(12일)
•다솔축제추진위원회 총회(14일)
•사천-진주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실무회의(17일)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1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관기관 업무회의(20일)
•사천축협 정기총회(21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4일)
•사천시 가축방역협의회(25일)
•한국예총 사천지회 총회(28일)

3월 4월

•제21대 총선 읍면동선거관리위윈회 교육(2일)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제48차 정기이사회(5일)
•공공(기업)제로페이 업무협약 체결(5일)
•곤명딸기나눔행사(24일)
•산업단지 대개조 실무 T/F팀 회의(26일)
•사천읍시장번영회 총회(27일)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위문(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관교육(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10일 ~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책임사무원교육(14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 투표(15일)
•기후변화 주간 ‘지구의 날’기념 소등행사(22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이사회(24일)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대회 유관기관 회의(24일)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회의(27일)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정기회의(29일)

 (2020. 12. 31. 기준)

5월 6월

•사천시 생활개선회 이사회(4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창립총회(6일)
•에어로마트사천2020 추진위원회 회의(7일)
•항공산업 생존위한 비상대책위 발대식(7일)
•무관중 온라인콘서트 ‘안방 트롯 콘서트’(11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29차 실무회의(12일)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여성회 회의(13일)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정기총회(13일)
•제13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임원회의(15일)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장단 연석회의(19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설명회(21일)
•사천문화재단 제65차 이사회(22일)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정기총회(25일)
•사천-진주간 광역환승할인제 업무 협약(26일)
•제25회 사천문화원 정기총회(26일)
•삼천포보조체육관 개관식(29일)
•제24회 사천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30 ~ 31일)

•제3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1 ~ 4일)
•제4회 사천인권영화제 자동차 극장(1 ~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 정기회의(2일)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3일)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4일)
•사천시아동위원협의회 정기총회(4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6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헌혈봉사(11일)
•제21회 사천시장기 족구대회(14일)
•상반기 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16일)
•제30회 한국미술협회 사천시지부 정기전(16일)
•유관기관 합동 유·무인도서 환경정화활동(17일)
•사천에어쇼 공동주최기관 협조회의(18일)
•사천시 클럽대항 테니스대회(21일)
•전국이통장연합회 사천시지회 정기총회(22일)
•경남 살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설명회(25일)
•사천 게이트볼 친선경기대회(26일)
•상반기 동료직원 퇴임식(26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9일)

7월 8월

•7월 직원 정례조회 및 시정6주년 기념행사(1일)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회장 이취임식(1일)
•사천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교육(3일)
•사천시새마을회 상반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8일)
•제4회 고려 안종 추모 귀룡제 제례봉행(9일)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 피서지 이동문고 개소식(10일)
•제13회 사천농업대학 인문강의(10일)
•예술체험 놀이극 ‘바다이야기’(14 ~ 18일)
•사천아카데미 제137강(16일)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기자단 팸투어(17일)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20일)
•사천시 여성농업인회 이사회(21일)
•사천시 관광진흥협의회 정기회의(22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4일)
•사천시 이통장연합회 이사회 회의(27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바다사랑지킴이 발대식(29일)
•사천시 농업경영인회 이사회(31일)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위촉 및 발대식(3일)
•스마트시티 공직자 교육(4일)
•어린이 건강뮤지컬 공연(6일)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7일)
•2020시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 무료영화상영(7일)
•제42회 가산오광대 정기발표 공연(8일)
•경상남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12일)
•한국여성농업인 사천시연합회 과제교육(13일)
• 전국트로트가수예술인협회 사천시지회 코로나19 극복  

위안의 밤 작은 음악회(16일)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운영위원회(17일)
•사천아카데미 제138강(20일)
•항공산업활성화 대토론회(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통일아카데미 제1강(25일)
•사천강 생태복원을 위한 치어방류 행사(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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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31. 기준)

9월 10월

•시민유공자 및 공무원ㆍ공무직 표창 수여(1일)
•실버카페 2호점(바다마실 카페) 개소식(10일)
•개인택시 부제 운영 방안 간담회(10일)
•사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14일)
•노산라이온스클럽 주거환경개선사업(19일)
•제2차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21일)
•사천시 새마을회 한가위 쌀 나누기 행사(21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1일)
•추석맞이 보훈단체장 간담회(22일)
•추석맞이 군ㆍ경ㆍ소방서 위문(23일)
•추석맞이 돼지고기 나눔 행사(25일)
•㈜하이에어 사천공항 신규 취항식(25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창립3주년 기념행사(28일)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협약식(28일)

•한국미술협회 사천시지부 겨울나기 소품전(5 ~ 10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8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회의(8일)
•2020년 경남 안녕 캠페인(14일)
•2020년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15 ~ 16일)
•사천시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개소식(16일)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인도식(16일)
•With You 지킴이단 권역별 집합교육(19일)
•사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20일)
•대방초 마도분교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20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21일)
•국제 PAV 기술 경연대회(23 ~ 24일)
•사천 마도갈방아소리 기예능 공개행사(23일)
•사천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26일)
•사천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28일)
•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29일)

11월 12월

•사천-진주 광역환승할인제 기념식(2일)
•기술인력 동원훈련(도상훈련)(3일)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MOU 체결(3일)
•코레일 직원 및 내일로 초청 팸투어(4일)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융합기술센터
   개관식(4일)
•민주노총 사천지부 체육대회(8일)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협의회 회의(11일)
•특별교통수단 운전기사 성범죄 예방교육(16일)
•제3차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17일)
•결혼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 관련 간담회(19일)
•한국예총 사천지회 제11회 사천예술제(20 ~ 22일)
•제1회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24일)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 회의(24일)

•보조금 특정감사 이행실태 감사(3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해설 및 통계 교육(4일)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7일)
•사천농업대학 공로패 수여(9일)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10일)
• 용현면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착공 무사안녕 기원제    

(11일)
•아동복지 심의워윈회 회의(11일)
•2021년 사천소식지 제작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14일)
•한국전쟁전후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제11회
   합동위령제(17일)
•사천문화재단 이사회(29일)
•사천시체육회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30일)
•종무식(31일)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시장 시장 송도근(宋道根)

부시장 지방부이사관 홍민희(洪民憙)

행정복지국장 지방서기관 신현경(申鉉涇)

문화관광국장 지방서기관 이종연(李鍾連)

안전도시국장 지방시설사무관 유재기(兪載起) 직무대리

항공경제국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옥태(姜玉泰) 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점종(姜点鍾) 직무대리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영권(劉永權)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종원(朴宗源)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정대웅(鄭大雄)

공보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오(朴相五)

혁신법무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김현수(金玄洙)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기(金泰基)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수(李京洙)

노인장애인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호숙(林浩淑)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서효숙(徐孝淑)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문창훈(文昌勳)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원희(白媛喜)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조(金成祚)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창민(朴昶玟)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신현범(申鉉釩)

해양수산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경배(曺敬培)

민원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인구(李仁九)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시의회  (2020. 12. 31. 현재)

시 간부공무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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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성명 비고

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영호(崔英浩)

재난안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영수(朴英洙)

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종욱(鄭鍾旭)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한윤철(韓潤鐵)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재화(鄭在和)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안용주(安溶柱)

도시재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조(李相祚)

우주항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현숙(趙顯淑)

산업입지과장 지방시설주사 강장영(姜長榮) 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삼수(金三洙)

녹지공원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기룡(金起龍)

토지관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정권(金廷權)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남석(權男錫)

건강증진과장 지방간호사무관 정희숙(鄭姬淑)

치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만(金容萬)

농업기술
센터

농축산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송혜경(宋惠暻)

미래농업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최동근(崔東根)

기술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임경주(林敬周)

평생학습센터소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일(金性佚)

환경사업소장 지방환경주사 권순옥(權淳鈺)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업사무관 여인택(呂寅澤)

시의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서정훈(徐正薰)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문영춘(文迎春)

  (2020. 12. 31. 현재)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룡(李尙龍)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의(林正義)

사남면장 지방녹지사무관 김종수(金鍾秀)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숙미(李叔未)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운(金煐云)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대성(黃大成)

곤명면장 지방농업사무관 백인규(白寅揆)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주봉(朴柱奉)

동서동장 지방시설사무관 권상현(權尙鉉)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의성(李義成)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영(鄭賢英)

벌용동장 지방시설사무관 방태섭(方泰燮)

향촌동장 지방사회복지주사 전흥국(田興國) 직무대리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영묘(全永妙)

2. 읍ㆍ면ㆍ동  (2020.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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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의원 명단

 (2020. 12. 31. 기준)

구분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성명 주소 비고

도의원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정열(朴正烈) 사천읍

제2선거구 국민의힘 김현철(金賢澈) 선구동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황재은(黃在珢) 사남면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행원(金行元) 사천읍

국민의힘 김여경(金余曔) 사남면

가선거구

무소속 김영애(金榮愛) 사남면

국민의힘 최인생(崔仁生) 사남면

국민의힘 구정화(具晶華) 사남면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규헌(金奎憲) 곤양면

더불어민주당 김봉균(金奉均) 곤양면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동환(崔東煥) 대방동

국민의힘 이삼수(李三守) 동금동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종권(朴鍾權) 용강동

국민의힘 전재석(田在錫) 벌리동

국민의힘 김경숙(金瓊淑) 동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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