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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현황
1.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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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 2019. 12. 01.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 2021. 03. 01.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조직 개편(2과 1센터 11담당)

● 2021. 09. 01.  제35대 김영옥 교육장 취임

2.행정조직

※ 3과 11담당

제1장 교육행정

3. 소속기관 및 학교현황

● 소속기관: 삼천포도서관, 사천도서관, 삼천포학생체육관

● 학교현황 (2021.3.1.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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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수
(분교수)

2 10 7 19
18
(1)

6 5 11 4 5 9
57
(1)

학급수
(특수학급)

14
(1)

11 25
50
(1)

302
(24)

75
(6)

55
(3)

130
(9)

50
(5)

81
(2)

131
(7)

613
(41)

학생수
(특수학생)

248
(5)

92 431
771
(5)

6,196
(98)

1,686
(21)

1,244
(8)

2,930
(29)

944
(30)

1,808
(10)

2,752
(40)

12,649
(172)

교원수 24 11 34 69 412 149 103 252 123 176 299 1,032

4. 예산현황

● 세입예산: 4,573,109천원(재원배분 예산 제외)

- 자체수입: 1,100천원( 0.03%)

- 이전수입: 4,572,009천원(99.97%)

● 세출예산: 51,978,324천원

- 인적자원운용: 10,825,333천원(20.8%)

- 교수 학습활동지원: 3,269,817천원(6.3%)

- 교육복지지원: 7,505,042천원(14.4%)

- 보건/급식/체육활동: 1,233,752천원(2.4%)

- 학교재정지원관리: 19,009,815천원(36.6%)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933,565천원(15.3%)

- 평생교육: 219,445천원(0.4%)

- 교육행정일반: 1,451,303천원(2.8%)

- 기관운영관리: 530,252원(1.0%)

제2절 2021년도 사천교육 주요성과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1-1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 혁신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배움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육과정 편성 위원회,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사천교육 2021 교육계획, 사례집 발간 2회, 사천교육요람 제작 1회, 기관현황 및 학교현황 제작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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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사랑 내 고장 사천투어(18교, 48회, 학생 1,140명, 교사 51명)

2) 현장 중심의 장학 활동 활성화 지원

● 컨설팅장학지원단 구성·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12개 팀 선정 및 지원

●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전 초,중,고 운영, 상시 수업 나눔 교사, 수업 나눔의 날 운영

3) 자유학기제 확산 지원 및 교과교실제 내실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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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삼천포중, 삼천포중앙여중)

● 선진형교과교실제 운영(남양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

4) 수업 부적응 학생 및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 두드림학교 초등 8교(남양초, 동성초, 문선초, 사남초, 사천초, 용산초, 축동초, 정동초),전 중학교(11교)

5) 사천 보듬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습코칭단 4명, 학생 30명, 각 학생별 맞춤형 학습코칭 프로그램 24-27회기 이상 운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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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 경남자영고, 사천여고, 삼천포고, 삼천포공고, 삼천포중앙고,  삼천포여고, 용남고

●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예방캠프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 총 18회 강습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교육사업 지원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 발현

● 제6회 사천학생뮤지컬단 공연(동성초 주관, ‘오, 대한민국’, 사천 2회, 하동 1회)

● 학교예술교육운영 발표회(10.11., 사천문화예술회관) 

● 학사운영 취약시기 꿈·끼 탐색 문화예술공연 관람(12.5., 중3과 고3대상, 극단 큰들 ‘오작교 아리랑’)

●  학생오케스트라 지원(곤명초, 남양초, 사남초, 사천초, 용산초, 용현초, 삼천포여중, 곤명중,

 삼천포중앙여중, 용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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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밴드 운영(삼천포중, 사천고)

1-2 학교 혁신을 위한 행복학교 확대 운영
1)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행복학교 문화 확산

● 행복학교(사천유, 선진유, 서포초, 남양중,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

● 행복맞이학교(노산초, 문선초, 사천중, 서포중) 

● 행복학교연구회(사천행복학교연구회)

2) 토의·토론·프로젝트 수업 등 배움 중심 교실 수업 지원

● 초등학생 비경쟁 독서토론대회 및 중학생 디베이트 대회 실시(59명 참가)

3)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학교문화혁신 워크숍 실시: 2020. 10.(관내 관리자 및 담당자 60여명)

1-3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1)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 사천행복교육지구 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학교, 지역민 24명)

● 행복교육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센터장 1명, 장학사 1명, 파견교사 1명, 교육행정직 1명 총 4명)

● 사천행복교육지구 사전 설명회 권역별 실시(1회)

● 홈페이지, SNS, 밴드, 각종 언론 등을 활용한 사천행복교육지구 홍보

●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회복적 마을교사 연수(13명) 및 학교 지원(용산초, 사천여중, 총 2개교)

2) 행복학교 일반화

● 권역별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5회)

● 배움중심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초등학교(4개교): 문선초, 동성초, 용산초, 삼천포초

-중학교(7개교 ): 사천중, 용남중, 삼천포중앙여중, 사천여중, 남양중, 삼천포제일중, 서포중

-고등학교(2개교): 사천고, 사천여고

● 사천행복교육지구 연구회 운영(노산초, 동성초, 총 2개교)

●  꿈채움 학생자율동아리 운영·지원(메이커교육동아리 5개, 독서논술동아리 1개, 특수교육동아리 1개, 

나라사랑역사탐방동아리 1개, 청렴역사탐방동아리 1개, 선택형 자율동아리 25개 운영)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마을교사 양성(40명)

●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와 연계한 내고장 투어 프로그램 운영

3) 마을학교 운영

● 디지털 기기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 마을학교 공간 확보(삼천포초, 동성초)

● 공예·예술·진로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꿈끼 메이커 공방 운영(16개)

● 학부모, 마을활동가 지역민으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에서 보듬이돌봄교실 운영(4개)

● 가족과 함께하는 꿈끼 사천캠프 운영(총 4회 운영, 600여명 참여)

●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결합형 체험학습 운영 지원(초등 18개교, 중등 11개교)

● 사천연합뮤지컬단 및 오케스트라, 밴드 활동 지원

● 지역사회 마을교사양성을 위한 다양한 자율연수 운영(5개)

●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및 도교육청 연수 참여 기회 제공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마을교사 학교협력수업 프로그램 운영(전통놀이, IT, 스포츠, 공예, 합창 등)

●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천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마당 운영(2019. 11. 22. ~ 11. 23)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선진지 탐방(8. 16, 부산 메이커스튜디오 및 메이커센터)

●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발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탐방(5. 20, 부산 북구 다행복교육지구 일원)

1-4 체험 중심의 과학·수학·정보교육 
1) 탐구 중심 과학·영재 교육, 융합인재교육 지원

●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초·중 8개반 157명, 강사 32명)

● 여름방학 교차집중수업: 8. 7. ~ 8. 8.

● 창의적 산출물나눔축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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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1)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운영 지원

●  학교 독서교육프로그램 공모 사업(문선초, 삼성초, 수양초, 동성초, 정동초, 노산초, 서포초, 삼천포초, 남양중, 

사천중, 삼천포중, 곤명중)

●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 사업(곤양초 남양초, 대성초, 삼성초, 동성초, 사천중, 남양중, 삼천포중, 

경남자영고, 삼천포중앙고)

●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 교부(삼성초, 정동초, 사천여중, 삼천포중앙고)

● 학교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지원(동성초, 사남초, 사천중, 삼천포고, 용남고)

● 학교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천중, 곤명중

1-6 포근하고 행복한 유아교육
1) 누리 과정 내실화로 선진화된 유아교육 실현

● 사천유아교육계획 발간 및 배부 1회

● 사립유치원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소그룹 연수 및 컨설팅-원장대상 1회, 전교원 대상 1회 실시

● 유치원 건강놀이 한마당 운영 지원 

- 단설유치원 2개원: 사천유치원-5월1일, 선진유치원-5월19일, 참석인원 계: 유아포함 771명 참석

- 병설유치원 10개원 협력 운영: 9/20, 학부모 200명 참석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우수유치원 선정 및 추진

- 사천유치원: ‘1교실-1놀이영역’유아 중심 자유선택활동, 「또·놀·자 프로그램」

- 선진유치원: 바깥놀이로 놀면서 배우는 더 자람 행복교육

● 경상남도교육청안심유치원 선정 및 추진: 선진유치원

● 유치원 교원 연수: 맞춤형 직무연수(15시간, 31명) 개설 운영

- 회복탄력성생활교육연수(산청동의보감촌), 배움중심수업나눔등연수 포함

● 등·하원 안심알리미 지원: 10개원 111명

● 유치원 교원 연수

- 맞춤형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6/28 ~ 6/29)

- 교원능력개발평가,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자 전달 연수 실시(9/17)

- 유치원교사 학부모 유아생활 교육 연수 실시(11/1)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운영(11. 1. ~ 12. 30.)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처리(공립 9개원, 사립 2개원), 자체개발 프로그램연수 3개원

-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11. 1. ~ 12. 30.), 공립 12개원, 사립 7개원 참여

1-7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1) 창조적이고 선진화된 특수교육 실천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순회교육 6명, 치료지원 44명, 병원치료지원비 4명)

●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용현초, 남양중), 노후 학급 환경개선(사천초, 서포초, 삼천포제일중, 삼천포중앙여중)

2) 품격 있는 특수교육 복지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교육(1회, 35명)

●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특기적성교육비 161명, 토요프로그램 20회, 22명)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7회, 초258명, 중69),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운영 지원(2회 48명)

3) 협업으로 확대되는 전환교육 지원

●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경제교육 8회 39명),(창업·창직 프로그램 5회, 25명)

● 전환교육 현장체험프로그램(한림알로에 생태학습 2회, 78명)

● 진로직업 캠프(10. 31. ~ 11. 1. 68명), 현장 직무체험 직장실습(11월 ~ 12월, 11명)

1-8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1)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실시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추가(1개 기관 - 총12개 기관)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 운영(1회)

● 자유학기제 교장 및 교감(각 1회) 및 학부모 대상 연수(1회)

● 진로체험 ‘꿈길’ 운영 및 현행화(진로체험처 113곳, 체험프로그램 242개 확보) 

● 진로체험처 안전점검(2회, 12개 기관)

2)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사천 관내 고등학교별 진학설명회 개최 지원(5. 23 ~ 8. 6, 4회)

●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천 관내 고등학교 입학전형 참고자료 제작 배부(10월, 1,000부)

●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중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12. 8. 3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

1-9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 체험 중심의 감성 교육으로 함께 나누는 문화 예술 교육 실천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학교예술교육운영 발표회, 10.11.) 

●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동성초 주무, 42명, 오, 대한민국, 3회 공연)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2-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2)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교육지원청 및 학교 자체 연수 실시

3)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4)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제고

5) 교육인권경영 감수성 제고

2-2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성교육
1) 학교 내 자치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경남학생회장단 구성·운영, 초·중·고 학생회장 리더십 연수

2)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공감 사천교육」 운영(4회) 

3) 학생 주도 학교행사 활성화

4) 민주적 의사 결정 체제 확립: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5)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개선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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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과 배려의 교육 기부 확산: e-나누미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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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81명 참여(초등 34명,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8명, 지원청 20명)

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 예비 학부모대학 운영: 예비초등학부모 26명, 예비중학교학부모 43명 참가

2)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운영 및 평생교육 우수학교 선정·지원: 2교(정동초, 용남중)

3) 학교 시설 지역민 개방(초, 중, 고)

4) 학생성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좌 개설·운영

5)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곤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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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남양초)

2) 실용 중심 외국어 교육 강화

●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및 협력수업 실시(초 7교, 고 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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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 「나라사랑 창의적 체험활동」 31개교 지원 운영

● 지역민과 함께하는 「3.21.기미독립민세 100주년 기념 행사」 지원 

● 3.1운동 정신 고취를 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입학식」 전 학교 운영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실천운동 「태극기 보급」

● 학교공통체가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축하동영상(메세지)릴레이」 관내 중고등학교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3-1 학교폭력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친구사랑 주간 운영, 피해학생 보호·치유 프로그램 운영

● 사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연중), Wee클래스 운영(21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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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상·하반기)

●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협업 무지개센터 운영

● 흡연예방 금연교육 실천학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삼천포초, 삼천포제일중, 삼천포공고)

3-2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 학교폭력 에방·대처능력 신장 및 지원체제 구축

● 안전스쿨존 거버넌스 구성·운영(2회)

● 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2,000여명)

● 배움터지킴이 운영(초, 중, 고 37개교, 37명)

● 학교안전체험 교육자료 대여서비스 운영(유,초,중,고)

● 불법촬영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3-3 행복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 교육장배 태권도대회(26교 194명 참가), 교육장배 동아리 농구대회(16팀 175명 참가),

교육장기 육상대회(29교, 456명 참가)

- 초등수영교실 운영(전 초등학교 3학년, 1,140명), 초·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5~9월, 896명)

●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천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 생활체육교실 운영: 찾아가는 농구교실, 신나는 가족 탁구교실, 뉴스포츠 킨볼교실

● 각종 학교체육 사업 지원: 7560+운동 선도학교(3교), 학교스포츠클럽이용 운영학교(3교),

여학생 체육활성화 운영학교(1교),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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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감염병 대책반 및 협의체 구성·운영)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초, 중, 고 39교)

● 코로나19 대응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및 일일상황보고 등 특이사항 관리 “추가”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및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추가”

● 학교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실시(12교, 29대)

● 학생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 관리

●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42교)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50교)

● 보건실 현대화 사업(2교-서포초, 사천여중)

3-5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1) 질 높은 건강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로 학생 건강 증진

● 급식시설개선 및 노후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단설유 1원, 초 11교, 중 4교, 고 9교)

●  급식실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 환경개선 시설보완(사천유, 남양초, 노산초, 삼천포중앙고, 곤양중, 사천여자중, 

삼천포여자중) 

● 학교급식안전 및 운영평가(유 2교, 초 18교, 중 11교, 고 9교, 분교 1교),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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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형 학교급식 백리밥상(용궁밥상의 날 지정·운영, 매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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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방사능 4교, 중금속 4교, 미생물 38교)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 운동 확산(38교)

●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사업 운영(38교)

3-6 건강하고 쾌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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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무상교육 확대
1)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급식비 지원 확대

2) 학생 교육활동 학습준비물 제공(1인당 30,000원)

4-2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는 학교 만들기
1)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2)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 등·하교 차량 지원(유·초·중학교, 직영 및 용역 차량 이용: 직영 8대, 용역 23대) 

● 교외 체험활동 차량 지원(병설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직영차량 7대 이용)

4-3 교육 격차를 줄이는 따뜻한 교육복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2)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3)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학교 컨설팅 실시(5회)

● 초등돌봄교실 운영(오후돌봄 33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3실), 돌봄전담사 및 자원봉사자 안전 연수(36명, 2회)

4)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초 18개, 중 9개, 고 5개 136개 프로그램 99명 순회강사 지원)

4-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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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교직원 복지 증진
1) 교직원 복지 지원 및 조직 문화 활성화

● 주간업무회의, 직원 월례회 등 소통의 시간 강화(직원 도서추첨 및 생일 축하, 직장동아리 조직, 음악 방송 등)

● 교직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체련대회(각 연2회)

2) 유연근무제,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사용 활성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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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5-1 모두가 행복한 청렴문화 조성
1)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 2020.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달성(4년 연속)

● 사천시 기관별 청렴협의체 운영(8개 기관)

● 청렴동아리 다솜회 운영(연중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및 농촌일손돕기)

● 청렴 교육 실시(전 교직원 및 부패취약분야별 청렴 연수)

●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학교 및 지역행사)

2)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복무감사 실시(연중)

● 학교회계 지도점검 등 사이버 감사 실시(연중)

5-2 현장 중심의 업무 적정화
1)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

●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추진(공문서 모니터단 5명 구성, 매월 점검 연 12회)

● 교무행정지원팀 업무역량강화 연수 지원(교무행정원 3회)

● 학교지원담당 업무지원 강화(학교시설 유지보수지원 104일, 불용정보화기기 381대 매각)

5-3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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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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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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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재정 관리

● 폐교 재산 활용 계획 수립 및 실태 점

● 사립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5-5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인사 예고제 운영: 인사관리기준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교원 전보 서열 공개(1회),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 시 지역별·기관별 근무 만기자 사전 예고제 운영(연2회)

●  교원 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다면평가단 구성(전 학교), 근무평정관련 연수(1회) 및 실적 위주 평가 실시

(1회)

●  인사모니터링 및 고충상담 강화: 2020. 지방공무원 청렴 인사 추진 계획 수립(찾아가는 청렴 인사상담실 운영 등)

●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청렴도 향상 TF 운영(2회)

2) 수석교사제 운영

●  수석교사 수업지원 및 업적평가 실시(1회)

5-6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및 학원 운영 지원 
1) 사학기관 경영 지원을 통한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및 정산으로 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투명성 확보

●  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 정보 공개 철저

2)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정기 및 특별지도 점검 실시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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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자 법적 의무 사항 지원(옥외게시 제작·배부)

5-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교육지원청 정보보호 수준진단(우수 교육지원청 선정)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12회)

●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수집·이용 동의서 점검 및 서식 개선(16종)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모니터링 실시(매일)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1회)

2) 각급 기관(학교) 정보보호 맞춤형 현장 지원(20개 기관 및 학교 실시)

●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대한 컨설팅

● 신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연수

● 정보보호 교직원 연수 지원

 5-8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1)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민원·정보공개담당자 워크숍

● 학교 정보공시 입력 및 현장 실태점검(연2회)

2)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 나이스 민원서비스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3) 소통과 공유의 정보시스템 운영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 교육통계 입력 자료 검증 및 사용자 지원 

● 학교 스쿨넷 장비 장애 모니터링 및 처리지원, 홈페이지 현행화 및 상시 모니터링 

4) 교육역사문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 학교 중요기록물 전자화 사업(연중),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연중)

● 학교 문서고 현대화 사업(1교)

5-9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1) 함께 가꾸는 사천교육의 비전수립

2) 더 나은 성장을 위한 학교(유치원) 평가

3) 사천교육 성과관리 내실화

● 성과지표 개발(설정) 및 관리

● 성과지표 및 부서공통평가 실적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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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21년도 사천교육 기본방향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가꾸는 사천교육

교육지표

사천교육 방향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0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0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0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02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0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정책방향

01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

02
배움중심

수업으로 미래
역량 키우기

03
사천행복

교육지구와
함께하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 교육

역점과제

특색과제

3. 2021년 중점 추진계획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 조성

•단위학교 다모임 운영 활성화 지원
•민주적 교직원회의 현장 지원단 운영 및 맞춤형 교직원회의 연수 지원
•학교문화혁신 연수 운영(관내 전 초·중, 관리자 및 희망교사 대상)
•교육지원청 다모임 활성화: 월 1회 실시(예: 2021, 정책공유 다모임(2월), 예산편성 다모임(8월) 등)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립
•학생 참정권 교육 활성화 지원
•사천행복교육지구 학생 주도 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 주도성 교육 강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천 관내 학생 자치회 토론회 운영(연2회)
•경남 학생회장단 구성 및 학생자치활동 운영 역량 강화 지원

교육공동체 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구축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개최 지원 및 학부모회 연수 운영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항상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네트워크 및 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4절 역점과제

1.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① 역점과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 조성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및 증진 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존중과 배려의 교육공동체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 가는
민주시민육성

> >추진
전략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조성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체제 구축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운영
•소통과 협력의 교육지원청 문화 조성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 주도성 및 토의, 토론 교육 활성화

•학교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 민주주의 지수 개발 및 보급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학생주도 학교행사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학생자치활동 확대

교육공동체 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구축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인권감수성 교육 활성화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선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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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중점 추진계획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배움중심수업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연수 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 지역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1교, 5,000천원 지원)
•�지역의 우수한 기관(KAI(한국항공우주사업(주),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한국폴리텍대학 등)  

연계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정착

•수업나눔교사제 운영
•유·초·중등·특수 수업나눔한마당 운영 지원
•관내 소규모 그룹별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사례 나눔 및 컨설팅(연 2회)
•경남형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 활성화를 위한 핵심교원 양성 및 찾아가는 연수 진행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전 교원 1인당 3만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비 지원 및 컨설팅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 운영 및 단위학교 컨설팅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장 및 담당자 연수

1.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② 역점과제: 배움중심수업으로 미래역량 키우기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배움중심수업 정착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수업혁신지원

수업나눔 일반화

배움이
즐거운 학교

> >추진
전략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연수 운영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중심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배움중심수업
정착

•배움중심수업 나눔중심학교 운영 내실화
•교원 수업나눔제 확산 운영
•교원 맞춤형 연수 확대 운영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 운영
•전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원격수업 교사 역량 제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길라잡이 보급

1.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③ 역점과제: 사천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자신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 일반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을학교 운영
•다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역민과 협력화 강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
공동체

>추진
전략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운영
•사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협의체 운영

3. 참고

•사천 행복교육지원센터 ☎ 830-1526

•사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du.gne.go.kr/schappy/main.do

•사천 행복교육지원센터 유튜브채널: http://www.youtube.com/channel/UCpeCotiCPXeo1dAvW-1vGXg

행복학교 일반화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
•학교협력형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 꿈채움 자율 동아리 운영
•지역 중심 마을학교 운영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운영
•미래형 메이커 교육 구축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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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중점 추진계획

추진사업 목표 시기 비고

[과제 1]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교유지구 위원회 운영 4회 연중

•행복교육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1개 연중

•지역협의체 운영 4회 연중

[과제 2] 자신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 문화 조성

•행복한 학습공동체 공모 및 운영 지원 15개 연중

•학교협력형 마을교육과정 공모 및 운영 지원 10개 연중

[과제 3]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 꿈채움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 30개 연중

•지역중심 마을학교 공모 및 운영 20개 연중

•지역 체험처를 활용한 토요 마을학교 운영 4개 분기별

•지역사회 마을교사 모집 80명내외 2월 중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4회 2, 5, 8, 11월

•마을교사 협력 수업 신청 및 지원 교당 3월, 7월

•KAI와 함께하는 연극수업 지원 수시 연중

•미래형 마을 메이커 교실 구축 및 운영 수시 연중

•사천행복교육지구와 함께 하는 메이커 교실 운영 수시 연중

[과제 4]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연구회 공모 및 운영 지원 2개 연중

•회복적 생활 교육 실천을 위한 연수 기본, 심화 연중

•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마당 운영 1회 11월

제4절 사천교육 특색과제

1. 개요

2. 주요 추진 과제
2-1 토요 메이커교실 운영
●  내용: 초·중학생들이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물품 및 지도인력, 학교 운영비를 교육 

지원청에서 지원함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1회성 행사 지양)

●  시기: 2021. 3. ~ 12.

●  운영방법

방법 운영내용 장소 비고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드론교실, 로봇교실 신청 학교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3D디자이너 교실

로봇교실
코딩 및 피지컬컴퓨팅 교실

사천 메이커스페이스

2-2 학생 자율 메이커 동아리 운영
●  내용: 메이커 교육에 대한 소양이 있거나 메이커 교실을 수료한 초·중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 동아리 형태로 

운영(지도 및 관리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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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 2021. 3. ~ 12.

●  장소: 각 학교별 장소 및 메이커스페이스

2-3 메이커 교육 교사 동아리 지원
●  내용: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메이커 분야에 관심있는 교사 동아리 지원 및 교사 동아리 중심 프로그램 개발

●  대상: 사천관내 초·중·고 희망교사 중심으로 3개 동아리

● 시기: 2021. 3. ~ 12.

●  장소: 각 동아리별 장소 및 메이커스페이스

사천교육 2021: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

•메이커스페이스 센터 구축
•소규모 메이커교실 구축
•토요교실 및 방학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교직원 동아리 운영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 실현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

>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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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1918. 07.     사천군 사천읍 사천경찰서 개서

    1956. 11. 16. 사천경찰서를 삼천포경찰서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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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01. 27. 삼천포경찰서 산하 8개 지서를 파출소로 명칭변경

    1995. 07. 13. 삼천포경찰서를 사천경찰서로 명칭변경

    1996. 05. 06. 사천시 동금동 59-4번지에 현 경찰서 청사 개축 준공

    2006. 12. 20. 사천경찰서 교통민원관 별관 신축

    2013. 07. 19. 읍내지구대를 사천지구대로 개칭

    2016. 10. 05. 사남파출소 개축

    2017. 09. 18. 서포파출소 개축

    2018. 07. 11. 곤명파출소 개축

    2021. 09. 30. 사천경찰서 통합민원실 구축

2. 기구표

제2장 치안행정

청문
감사실

민원실 여성청소년계

여청수사팀

여성
청소년과

경무계

경리계

정보화
장비계

경무과

상황실

112치안
종합상황

수사지원팀

형사계

경제팀

지능팀

수사과

공공안녕 
정보외사계

정보안보
외사과

경비작전계

교통조사팀 안보계
(103호실)

경비
교통과

교통관리계

생활
안전과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곤
명
파
출
소

곤
명
파
출
소

곤
양
파
출
소

사
남
파
출
소

용
현
파
출
소

남
양
파
출
소

서
포
파
출
소서  

부
정  

동
봉  

남
축  

동

삼천포지구대 사천지구대

경찰서장

1. 112신고 처리 분석

가. 신고접수

● 신고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총접수(건)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21년 20.996 1,079 3,406 5,869 3,913 2,796 3,933

2020년 22.628 1,151 3,574 7,213 3,977 2,816 3,897

대비(%)
-1,632
(5.7↓)

-72
(6.3↓)

-168
(4.7↓)

-1,344
(18.6↓)

-64
(1.6↓)

-20
(0.7↓)

36
(0.9↑)

나. 분석
●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총신고 건수 전년도 대비 1,632건 감소(5.7%↓)

● 반면 ‘타기관기타’ 신고건 증가

2. 기초질서 위반자 처리

가. 단속현황

구분
기간

계 유형별

즉심
통고
처분

즉심 통고처분

경범 형법 기타
오물
투기

음주
소란

인근
소란

불안감
조성

노상
방뇨

기타

2021년 116 98 65 48 3 0 43 5 3 0 47

2020년 73 158 17 54 2 3 49 8 5 0 93

대비(%) 43건↑ 60건↓ 48건↑ 6건↓ 1건↑ 3건↓ 6건↓ 3건↓ 2건↓ 0건 46건↓

나. 분석 
● 즉심 청구 처리실적은 전년 대비 43건 감소(158%↑)

● 경범 통고처분은 전년 대비 60건 감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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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경범죄 통고처분을 비중을 확대하여 안전한 지역치안 조성 중

① 112신고 처리 분석 ② 기초질서 위반자 처리
③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④ 방범용 CC-TV 설치 운용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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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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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7 7 3 5 12 27 27

2020년 23 3 6 9 5 23 23

대비(%)
+4

(117%↑)
+4

(233%↑)
-3

(50%↓)
-4

(55%↓)
+7

(240%↑)
+4

(117%↑)
+4

(117%↑

나. 분석 
●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법 단속 증가로 전년 대비 4건(117%↑) 증가

4. 방범용 CC-TV 설치 운용

가. 현황

현황

 연도
확보예산

방범용CCTV
비고

장소 대수

2021년 11억6천 101 166

2020년 16억 121 184

2019년 16억 120 220

2018년 15억3천만 105 130

나. 분석
● 2020년 대비 2021년 CCTV 설치 예산 감소

●  2021년 예산 11억 6천만원 확보로 방범용 및 시설물 관리, 신규 설치 100대, 노후·저화질 CCTV 67대 교체 예정

● 2021년 2월 기준 생활방범 745개소, 공원방범 86개소, 어린이보호 187개소 등 운용 중

●  공원, 학교 등 범죄 사각지대를 경찰관이 진단,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자체 사업부서(재난안전과)와

    협업으로 CCTV 설치 지속 추진

1. 범죄 발생·검거 현황

가. 죄종별

죄종별

기간별

총범죄
죄명별(5대범죄)

기타
형사범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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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942 2,589 88.0 830 707 85.2 3 3 35 24 351 270 441 410 2,112 1,882

2020 3,169 2,598 82.0 1097 893 81.4 8 8 32 32 407 260 650 593 2,072 1,705

대비
(%)

-227
(-7.1)

-9
(-0.3)

6
(7.3)

-267
(-24.3)

-186
(-20.8)

3.8
(4.7)

-5
(-62.5)

-5
(-62.5)

3
(9.4)

-8
(-25)

-56
(-13.8)

10
(3.8)

-209
(-32.2)

-183
(-30.9)

40
(1.9)

177
(10.4)

나. 처리현황

단서
 구분

계 고소 고발 진정(탄원) 인지등
1인당평균
처리건수

2021년 2,782 740 152 584 1,287 107.0

2020년 2,928 836 111 542 1,439 117.1

대비(%)
-146
(-5.0)

-96
(-11.5)

41
(36.9)

42
(7.7)

-152
(-10.6)

-10.1
(-8.6)

다. 분석 및 평가
● 총 범죄: 발생 227건 감소, 검거 9건 감소, 검거율 6% 증가

● 5대 범죄: 발생 267건 감소, 검거 186건 감소, 검거율 3.8% 증가

① 범죄 발생·검거 현황
②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활동
③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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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활동

가. 구속영장 신청, 발부, 기각 현황

구분
연도

신청 발부 기각 기각률(%)

2021년 54 24 30 55.6

2020년 39 32 7 17.9

대비(%)
15

(38.5)
-8

(-25.0)
23

(328.6)
37.7

(210.6)

나. 분석 및 평가
●  전년 대비 영장신청 15건(38.5%) 증가, 영장 발부 8건(25%) 감소, 영장기각 23건(328.6%) 증가,

 영장 기각률 37.7% 증가

3.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가. 민간인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연도별

계
죄명별

살인 강도 절도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1년 20 440 5 90 15 350

2020년 10 270 6 120 4 150

대비(%)
10

(100)
170

(63.0)
-1

(-16.7)
-30

(-25)
11

(275)
200

(133)

나. 분석 및 평가
●  전체 대상 인원 10명 → 20명(100%), 신고보상금은 270만원 → 440만원(170%) 증가

● ‘기타’ 항목이 전년 대비, 인원 11명(275%), 금액 200만원(133%) 증가

- 전화금융사기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 큰 증가(기타 15건 중 12건)

1. 교통사고 감소 방안

가.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총계

일반사고 도주사고

사망 인피 물피 사망 인피 물피

2021년 1751 16 472 401 1 37 774

2020년 1,821 10 581 321 0 36 873

대비(%)
-70

(-3.8↓)
+6

(60↑)
-109

(-18.76↓)
80

(24.9↑)
1

(100↑)
1

(2.7↑)
-99

(-11.3↓)

나. 분석 
●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도 대비 -70건(-3.8↓) 감소

- 일반 사고, 도주 사고(물피)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

●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6명(60%↑) 증가

- 2021년 전체 사망자(16명) 중 보행자 사고와 이륜차 사고가 약 70% 이상을 차지

●  보행자·이륜차 사망사고 줄이기 예방을 위한 단속, 시설물 보강 및 홍보 활동 병행

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강

가. 추진 현황 (금액단위: 천원)

구분

년도

예산 시설물 설치 및 보강(개) 차선
도색
(㎞)

교통규제심의

확보 집행 신호기 경보등
안전
표지

휀스 보호구역 개최수
심의안건
(가/부)

2021년 1,410,000 1,410,000 4 1 34 2 4 147 4 50/3

2020년 1,310,000 1,310,000 3 1 32 2 3 145 4 72/8

※ 2021년도 예산 14억 1000만원 확보

① 교통사고 감소 방안
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③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경비교통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시설물 확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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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  전년도 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 약 13.48%↑ 증감

●  전년도 교통규제심의, 신호기, 안전표지 등 주민편의 위주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예산 연차적 증감 추세

3. 교통법규위반 단속 현황

가. 현황

구분 계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침
과속

(이동식포함)
기타

2021년 649 42 13 56 24 5 509

2020년 689 54 18 50 39 5 523

대비(%)
-40

(-5.8↓)
-12

(-22↓)
-5

(-27.8↓)
6

(12.0↑)
-15

(-38.5↓)
0

(0.0)
-14

(-2.7↓)

나. 분석 
●  전년 대비 전체 단속 건수 -40건(-5.8%↓) 감소

     전년 대비 과속 5건(0%), 음주단속 -12건(-22%↓) 감소, 무면허 -5건(-27%↓) 감소 외 신호위반 단속 6건

(12%↑) 등 단속항목 건수 전반적으로 감소

●  주요 사고요인 행위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국민 불편을 해소

하는 공감받는 단속」추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 

지속적 전개

집필자: 사천경찰서  경무과

고질적이고 무질서한 교통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과 
안전의식을 높여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분위기를 조성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및 조직

가. 연혁

년월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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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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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양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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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소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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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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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1. 현장대응과를 현장대응단으로 명칭 변경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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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 
사천읍119안전센터에서 사천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나. 조직
●  2과 1단 10담당 1구조대 4안전센터 1지역대 1구급지원센터

2. 소방력

가. 인력

구분 현황

소방인력(213명) •소방공무원: 210명      •공무직: 3명

의용소방대(541명)
•남성대: 9개대 235명   •여성대: 9개대 213명
•전문대: 2개대  52명    •지역대: 3개대  41명 

보조인력(5명) •의무소방원 5명

예방안전과

안전지도담당 방호담당

예방교육담당 구조구급담당

민원실장

현장대응단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예산장비담당

동금119안전센터 사천119안전센터 사남119안전센터 

서포119지역대 

119구조대 곤양119안전센터 

곤명119구급지원센터

지휘조사 1팀장

지휘조사 2팀장

지휘조사 3팀장

사천소방서

나. 장비

구분 현황

장비

•소방차량: 36대(펌프 6, 물탱크 4, 고가사다리 1, 굴절 1, 조연1, 구급 8, 기타 15)

•구조장비: 154종 2,637점

•구급장비: 130종 2,753점

•정보통신: 18종   523점 

다. 소방용수

법정소방용수 비법정소방용수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계 농촌형소화전 지정수리

597 562 16 1 18 88 63 25

3. 소방활동

※ 전년도 대비 화재 14.4% 감소, 구조 26.9% 증가, 구급 5.2% 증가, 생활안전 58.7% 증가

4. 소방대상물

구분 현황

특정소방대상물(10,672개소) •공장 863, 복합건축물 464, 기타 9,345

위험물제조소등(448개소) •주유취급소 81, 저장소 334, 제조소 1, 기타 32

다중이용업소(428개소) •유흥주점 166, 노래연습장 45, 기타 217

중점관리대상(16개소) •공장 3, 의료 6, 판매 3, 기타 4

5. 소방관련(협력) 단체

구분 현황

119소년단(4개대 113명) •유치부: 2개대 70명, 초등부: 2개대 43명

긴급구조지원기관(13개소) •사천시, 군부대, 병원 등  

1일 평균 32.8건 출동

총 101건
1일 0.3건 

화재

총 1,859건
1일 5.1건

구조

총 7,889건
1일 21.6건

구급

총 2,122건
1일 5.8건

민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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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방활동 및 주요업무 성과
1. 소방활동

가. 화재진압
●  1일평균 0.3건, 사상자 0.04명, 재산피해 1,568천원

구분 
년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계 사망 부상

2021 101 5 0 5 572,384

2020 118 7 0 7 646,447

대비
증감 △17 △2 - △2 △74,063

% △14.4 △28.6 - △28.6 △11.5

- 장소별 순위: ① 주거시설 22건(22%) ② 야외소각 18건(17%) ③ 자동차 15건(14%)

- 원인별 순위: ① 부주의 42건(41%) ② 전기 26건(25%) ③ 기계 13건(12%)  ※ 미상 12건(11%)

나. 구조활동
●  1일 평균 5.1건 출동, 0.6명 구조

구분
 년도

구조현황
비고

구조건수(건) 구조인원(명)

2021 1,859 220

2020 1,465 261

대비
증감 394 △41

% 26.9 △15.7

- 유형별 순위: ① 교통사고 105명(47.7%) ② 승강기 25명(11.4%) ③ 인명갇힘 20명(9.1%)

다. 구급활동
● 1일 평균 21.6건 출동, 14.0명 이송

구분
년도

구급현황
비고

이송건수(건) 이송인원(명)

2021 7,889 5,123

2020 7,497 4,505

대비
증감 392 618

% 5.2 13.7

-  유형별 순위:  ① 질병 3,385명(42.9%) ② 사고부상 860명(10.9%) ③ 교통사고 552명(7%) 

                     ④ 기타 326명(4.1%)

라. 생활안전
● 1일 평균 5.8건 출동, 0.2명 구조

구분
년도

구급현황
비고

이송건수(건) 이송인원(명)

2021 2,122 76

2020 1,337 50

대비
증감 785 26

% 58.7 52

-  유형별 순위:  ① 잠금장치개방 33명(43.4%) ② 벌집제거 26명(34.2%) ③ 동물포획 9명(11.8%)

2. 2021년 주요업무 성과와 과제

가. 성과
1) 주요업무 평가 실적

● ’21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평가 : 2위

●  ’21년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 1위(구조), 2위(개인)

●  ’21년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 종합 2위

●  ’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 3위(시 지역) 

● ’21년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  : 우수상

● ’21년 소방장비 관리운영실태 평가 : 장려상4

2) 소방청사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향상

● 사천119안전센터 증축: 연면적 760㎡(증축 162㎡), 사업비 504백만원

● 석면건축물 석면 제거 및 무석면텍스 설치 공사(사남센터 145 ㎡)

● 환경정비: 14개소(차고문 6, 호스건조대 2, 방수 1, 간판 2, 장비보관대 3)

3)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추진

● 소방특별조사 221개소

● 소방시설 자체점검 1,044개소

● 화재안전정보조사 4,205개소(양호 3,315, 불량 890, 기관이첩 6)

●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출입검사 99개소(양호 76, 불량 23)

4)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소방활동 추진

● 생활치료센터 합동소방훈련 12회, 현장지도방문 3회

● 경남권 생활치료센터 및 예방접종센터 119구급대 지원*

* 확진자 237명 이송 및 검체수송 121회 540건

5)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교육·홍보 추진

● 소방차량 출동여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7,991세대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164회 3,5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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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가. 현장활동대원 반복·숙달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고위험 대상물 등

● 훈련내용

- 대공간, 지하층 등 구획공간에 따른 건물구조 및 입·출구 파악

- 고가·굴절차 활용 Top-down 방식 주수 및 방어선 구축 훈련

-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물탱크차 Rotation훈련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

- 건축물 진입로 및 건물주변 신설 도로 파악 등 소방출동로 조사

나.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총력 대응 강화

●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 소방드론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구조대원 긴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구조훈련

다. 생활 속 안전지킴이(Fire-Saver) 운영
● 기간: 연중

● 인원: 총 37명(서 구급담당자 1,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36명)

● 주요내용

- 일상생활 중 목격할 수 있는 사고현장에 신속 대응

- 구급대 도착 전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초기 응급처치 하여 소생률 향상 등

라. 소방차 오인출동 근절 대책
● 비화재보 오인출동 감소화 추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비화재보 대처방법 교육

- 상황별 오작동 조치방법 및 소방서 신속 상황 통보

●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강화

- ’21년도 상습 소각지역(사천읍, 사남면, 정동면) 예방순찰 강화

- 유관기관(읍·면·동사무소) 협업 소각행위 근절 공동 대응

-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과태료 등 처분

2. 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가. 의용소방대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 기간: ’22. 2. 1. ~ 12. 31.

● 수혜대상: 65세 이상 노인/160명 

● 대원편성: 5개반(반별 5명) 25명 구성 ※심폐소생, 생활안전강사 등 자격 보유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방문, 안전교육 실시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절차

● 주요내용

- 전기, 가스 안전관리 교육·점검 및 119안심콜 가입 지원

- 식품, 생활, 의약품 및 가정용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 생활 속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방법(기도폐쇄, 외상처치 등) 교육

- 노인 정신건강(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상담 및 말벗 활동   

-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및 안부확인 등

나. 공동주택 옥상대피로 안전시설 설치
● 추진대상: 35개소(옥상 출입구 위층 기계실 설치 대상)

● 옥상 대피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추진

- 공동주택 최상층 기계실 입구계단 출입금지 안전시설 설치

-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및 바닥면 피난안내선 설치

● 공동주택 피난, 대피시설 자율안전관리 강화

- 자체방송 시설 활용 안내방송 지도, 승강기 내 홍보 안내문 게첨

-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및 동영상 홈페이지(소방서) 게시

다. 청각장애인 세대 보이는 화재경보기 설치
● 추진대상: 270세대 

- 1차 보급(22년 상반기): 총 70세대 ↔ 안전+나눔지킴이 모금 등 「소방본부」

- 2차 보급(22년 하반기): 총 200세대 ↔ 유관기관·단체 기증 등

● 사업개요

- 물품명: 보이는 화재경보기[시각 표시기능/세대별 1점]

- 사업단: 소방, 의용소방대·사천시, 장애인협회 등[현장방문 분기1회]

- 내용: [소방]설치보급·안전교육 +[사천시]달팽이 케어사업과 연계 = 통합추진

라. ONE – 터치 민원업무 처리
● 소방관련 민원인들의 불이익 처분예방을 통한 소방업무 신뢰도 강화

- 위험물(162개소), 다중이용업소(428개소)에 대한 SNS활용 주기적 소통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민원인의 불이익 처분 원천차단

*시청 교통과(이동탱크차량), 시청 식품위생과(다중이용업), 농업기술센터(펜션) 등

●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원행정 실천

- 다중이용업소·위험물 설치(변경) 문의 시 사전 현장 컨설팅*

* 소방시설 설치지도, 신청서 현장접수, 결과 증명서 등 현장 발급사항 안내

  
5개반

대원편성 및
사전교육 등

160명 이상

수혜자 선정
(65세 이상 노인)

월 1회 이상 방문

안전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수혜자 및 가족

방문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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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업무담당자 소방민원처리 서비스 역량 강화

- 민원인 방문 초기부터 고객만족 5S 친절운동 지속적 전개(매월 1회)

- 예방안전과장 주관 월 1회 민원실 인원 4명 친절교육 실시

- 민원처리 간소화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3.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가. 사천소방서 및 동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 사천소방서 이전 신축

- 사업기간: ’20년 ~ ’23년(4년간) 

- 사업비: 13,503백만원(설계비 742, 건축비 12,600, 감리비 130, 부대비 31)

- 위치: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717번지 등 6필지

- 건축규모: 부지면적 9,007㎡, 연면적 4,805㎡, 1/3층 1동

● 동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 사업기간: ’21년 ~ ’23년(3년간)  

- 사업비: 3,363백만원(설계비 220, 건축비 3,100, 감리비 32, 부대비 11)

- 위치: 사천시 새시장길 58-19(동금동 221번지)

- 건축규모: 부지면적 1,422㎡, 연면적 998㎡, 지상2층, 1동

나.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 「사천소방서·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제휴

- 힐링캠프 운영(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탐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친 심신 회복 기대

● 「직장동호회 활성화」

- 동호회 현황: 총 7개(배드민턴, 족구, 축구, 탁구, 영화, 드론, 자전거)

- 운영계획: 매주 수요일 오후(13:00 ~ 18:00) 동호회별 활동 

-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 도모로 업무능력 향상 기대 

● 「오늘도 수(水)고(GO)하셨습니다」 운영

- 매주 수요일 ‘수(水)고(GO)데이’ 지정(전 직원 정시 출·퇴근) 

- 수요일 점심시간 활용 직원 심신안정을 위한 교양음악(클래식, 재즈 등) 방송

- 수요일은 업무 줄이기 및 회의·보고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1. 조직 및 정·현원

● 연혁 : 2010. 3. 18. 지방관리 위임 항만

※ 무역항(6개) : 통영, 삼천포, 장승포, 옥포, 고현, 하동항

연안항(1개) : 중화항

● 조직 : 3개 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일반직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7 1 5 5 5 1

현원 16 - 7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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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구역 및 항만시설 현황 

제4장 항만관리

거제담당 사천담당통영담당

항만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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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구역
● 관할 7개 항만(지방관리항 6, 연안항 1)

항만명 개항일
안벽연장

(m)
동시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천톤/년)

특성

계 4,839 28 26,527

통영항 1963. 9. 25. 1,720 9 269
중형조선조 지원

해양레저시설 지원

삼천포항 1966. 4. 16. 2,767 13 13,240
삼천포발전본부 지원
고성하이발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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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발전본부 지원

중화항 2009. 4. 6. - - - 연안항(항만개발 계획 중)

나. 항만시설 현황(삼천포항)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향촌동 ∼ 대방동), 고성군 하이면 일원의 해면

● 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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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부두별 선석 및 접안선박

부두별
선석길이

(M)
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천톤)

야적장
(㎡)

주요취급화물 비고

계 2,767 13척 13,240 166,000

신항
부두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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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2 166,000
수입활석펄프,  
모래 고령토 
철구조물

삼천포
발전부두

945
50,000톤급 × 1척
100,000톤급 × 2척

7,258 유연탄

•�쉽언로다 
1,500T/H ×2기 
1,000T/H ×2기

•컨베어벨트 2기, 10.2km
•발전기 6기 용량 324만kw

고성하이
발전부두

760
2,000톤급 × 1척

100,000톤급 × 2척
준공 전 준공 전 유연탄 준공 전

● 정박구역(정박지)

구역명 위치 정박능력

제1구
북위 34도 55분 13.174초, 동경 128도 04분 58.17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80M 원안의 해면
총톤수 3천톤 이하의

각종 선박

제2구
북위 34도 54분 46.177초, 동경128도 04분 46.17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M 원안의 해면
총톤수 1만톤 이하의

각종 선박

제3구
북위 34도 54분 57.176초, 동경128도 04분 07.17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M 원안의 해면
총톤수 1만톤 이하의

각종 선박

제4구
북위 34도 54분 13.181초, 동경 128도 05분 31.17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0M 원안의 해면
총톤수 10만톤급 선박

및 통과선박

※ 세계측지계(WGS-84)에 의한 경위도 좌표 적용

3. 해상운송(삼천포항 기준)

가. 선박 입·출항 (단위: 천톤)

구분
계 외항선 내항선 전년대비 비율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2019년도 1,604 11,102 290 10,045 1,314 1,057

92.3% 159.2%2020년도 1,528 7,733 179 6,444 1,349 1,289

2021년도 1,411 12,313 213 10,908 1,198 1,405

나. 화물수송 (단위: 천톤)

구분 계
외항

연안 전년대비 비율
소계 수출 수입

2019년도 8,408 7,876 47 7,829 532

139.8%2020년도 5,835 5,102 9 5,093 733

2021년도 8,163 7,536 24 7,511 627

※ 유연탄 수입량이 외항화물 수송량의 99%를 차지함

집필자: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사천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