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 51.642㎢ 
 (전남의 0.4%) 

• 해안선 79.6km 

• 23동 (598통 / 2,587반) 

면적 

지역경제 

• 경제활동인구 : 110,700명(48.1%) 

• 농수산업 : 농가 1,383호(600ha),  
                어업 1,562세대(어선 1,122척) 

• 산업단지 : 대양, 세라믹, 삽진, 산정농공  

사회복지 

• 기초수급자 : 10,321세대 /16,535명 

• 65세이상 인구 : 35,951명(市 인구의15.6%) 

• 기초연금수급자 : 26,745명 

• 장애인수 : 13,949명    

229,914명 

114,551명 115,363명 

102,364세대 

인구 



Ⅱ. 재정현황 

36.77% 사회복지 
3,723억원 

■ 

2019년 예산 

1조124억원 

  

13.51% 

■ 국토∙지역개발  1,368억원 

7.68% 

■ 문화 ∙ 관광  777억원 11.84%    기타 1,199억원 ■  

6.39% 
■ 수송 ∙ 교통 647억원 

3.39% 

■ 일반공공행정  343억원 

3.08% 
■ 산업중소 312억원 

2.67% 
■ 농림해양수산 271억원 

■ 교육  177억원 1.75% 

10.26% 

■ 환경보호  1,039억원 

■ 보건  164억원 
1.62% 

■ 예비비  52억원 

0.52% 

■ 공공질서∙안전  52억원 

0.52% 



Ⅲ. 민선7기 시정 비전과 방침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활력 넘치는 

경   제 
매력이 가득한 

관   광 
시민이 행복한 

복   지 
투명하고 활기찬 

행  정 

시정방침 

평화 
목포의 상징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화와 번영의 시대 

경제 
목포가 당면한 현안이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환서해권경제벨트의 출발점이 목포 

평화를 통해 경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의 출발점이자 중심 목포  



  

1.  섬ㆍ해양관광 활성화  

2.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반  조성 

3.  수산식품 산업 메카 도약 

4.  대한민국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선점 

5.  『목포(愛) 가을(藝) 페스티벌(樂)』 통합 브

랜드화 

〉 

Ⅳ 

시정 주요 성과 



1. 섬ㆍ해양 관광 활성화 

북항 승강장 

고하도 승강
장 유달산 승강

장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고하도 해안데크 1차 
(1.1km)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체험, 교육, 연구) 

⑥ 

스카이워크 포토존 
(유달유원지 상가) 

③ 

유달산 목재문화체험
장  

② 

고하도 목화정원 조성 
(목화체험전시관 등) 

⑤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 
(공원, 분수, 쉼터) 

④ 

1. 섬ㆍ해양 관광 활성화(케이블카 연계사업) 



1. 섬ㆍ해양 관광 활성화 

 

가입 신청서 제출  : '18. 10. 5.                                             국제슬로시티연맹 현장실사  : '19. 
4. 1. ~ 4. 2.  

2019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승인 :   '19. 6. 22.             슬로시티 조례 제정 : '19. 10. 
슬로시티 비전 선포식 개최 : '19. 10. 1.                                       

슬로건 : 슬로시티 목포  도(島) 시(市) 락(樂)  행복을 담

다.

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슬로상품 컨텐츠 구축 

지역특산물을  재료로 한  슬로시티  푸드 개발 

 대 상 : 목포시 전역

외달도ㆍ달리도 : 우수한 자연경관, 향토음식, 주민공동체 

등 

원도심 : 근대역사문화유산, 유달산 등    

 



제1회 섬의 날 국가 기념행사 성공 개최 

주 제 :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 

일 시 : 2019. 8. 8.(목) ~ 8. 10.(토)  삼학도 일원 

주 관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공동  

 내 용 : 기념식수(국무총리), 섬전시관, 섬민속 경연  등(15만명 

참여)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섬 발전 정책에 관한 종합적ㆍ전문적 연구기관 유치  추진 
섬 기반 서남권 공동발전 모색 

1. 섬ㆍ해양 관광 활성화 



1. 섬ㆍ해양 관광 활성화 

섬을 활용한 체류형 대규모 리조트 

조성 
⇒ 관광, 레저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해양관광 컨텐츠 제공 

목포시 율도동 (장좌도)일원  292,748㎡ 

해양레저시설 및 리조트(300객실) 
    -  펜션, 스카이바이크, 워터파크, 짚라인 등 

총 1,497억원(민자사업)    2019. 7. 25. 투자
협약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민자 사업 유치 



2.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석유, 가스, 석탄, 열,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과  
     에너지연관사업(설비, 부품, 장비 정보화 서비스 등)의 직접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제18차 에너지위원회 심의 확정('19.11. 6)      중점사업 : 스마트그리드, 풍력, 에너
지효율향상 

기존 에너지밸리 권역 : 코어지구           목포ㆍ광주권 : 연계지구 

에너지공기업 및 전력기업 등을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 거점 구축 



2.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반 조성 

에너지산업 관련 기자재, 부품생산업체의 대양산단 입주 가속화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정부지원 가
능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지방세감면ㆍ공공기관 우선 
구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경제 활성화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
영 추진 

대양산단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생산 거점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거점  



3. 수산식품산업 메카 도약 

위치 : 목포대양일반산단                          내용 : 수산물거래소, R&D시설,  냉동물류창고, 
수출지원시설 등 

규모 : 28,133㎡(건축면적 12,812㎡,  5층)           사업비 : 1,089억원(국 50, 도 25, 시 25) 

KDI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19. 1월)          내년도 국비 예산 24억원 반영('22년 준공예
정) 

수산물 가공률과 수출 비율을 높여 수산식품시장 주도권 확보 
김 가공산업 강화를 통한 점유율 확대 및 김산업 메카 도약 



4. 대한민국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선점 

 

2019. 4. 12.(금) 63빌딩 컨벤션센터                      맛의 도시 목포 선언과 퍼포먼스 

목포 대표 음식점 100선 소개                                  미슐랭 셰프들의 새로운 목포 맛 시연 

 

대한민국 대표 ‘맛의 도시’ 이미지 선점                   목포의 맛’ 을 소재로 즐길 거리 제공  

서울 개최로 다양한  언론과 매체의 관심도 증가           체험을 통한 음식관광 상품 및 단품 메
뉴 지속 개발 



4. 대한민국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선점 

대상  :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100개소 선정('19.4), 추가 선정 및 관리  

음식 영업주의 의식 고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목포 음식 홍보의 친절하고 위생적인 업소 활용 가
능 

기간 : 2019. 8. ~ 12.(컨설팅 전문업체 용역) 

  대상 : 영업향상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15개소 내
외 

 사업내용 
   - 컨설팅 전문업체의 현장방문 사전 진단 및 분야별 개선사
항 분석 
   - 경영, 메뉴, 홍보, 인테리어 등 영업활성화 방안 및 사업전
략 제시 목포사랑운동(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음식업소 부당요금 자정노력등 선진 시민운동 강화 



5. 『목포(愛) 가을(藝) 페스티벌(樂)』 통합 브

랜드화 

슬로건 :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 

기간 : '19. 8.30 ~ 10.27 (8주간 매주 금토일) 

각종 문화예술 및 축제 행사 집중 개최 

3개권역 (원도심, 평화광장, 북항노을공원)              

주차별  8개 주요 프로그램 및 160개 전시 공연 

문화예술 및 축제 행사 통합 가을 집중 개최 
시너지 효과 및 브랜드화 

세계마당페스티벌 

난영가요제 

전남혁신박람회 

목포항구축제 

북항노을축제 

문화재 야행 



Ⅴ. 향후 계획 

목포해상케이블카 

해상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 개

발 

 해상케이블카 주변 경관개선 등  

고하도 해안 테크  2차 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선도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유치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가속 

맛의 도시 목포 

먹거리를 테마로 한 문화행사 활성화 

특별자문단 , 전문가 대상 팸투어 및 
설명회  

목포만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맛 콘텐
츠 발굴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  

개항문화 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
개선 

개항문화거리 교통환경개선 사업 

슬로시티 목포 조성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0.1월 

전문가 과정 교육 및 홍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 관련기업 대양산단 분양 
촉진 

유망 강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
성화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