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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현황

고려시대 이전 

부족국가 마한에 속함

2006. 8. 7.
행정동 통ㆍ분합(26개동→22개동)

1439.  4. 15.
목포진 설치

1987. 1. 1.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 대양리 편입

1910.10. 1.
무안부에서 목포부로 개칭

1963. 1. 1.
무안군 이로면 편입

고려시대 이후 전라도 

나주목 무안현에 속함

2012. 1. 25.
행정동(부주동) 신설(23개동으로 개편)

1897.10. 1.
목포항 개항

1997. 1. 1.
행정동 분합(29개동→26개동)

1949. 8. 15.
목포시로 개칭

1973. 1. 1.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 편입

 목포 연혁

 기본현황

•인    구(‘20.12.) : 103,316세대, 224,044명 (전남도의 12.1%)

· 1인 가구 비율(‘19.)  : 31.2%  (전국 30.2%, 전남 32.1% )

· 합계출산율(‘19.) : 0.948명 (전국 0.918명, 전남 1.23명)

· 65세 이상 인구비율 (‘20.11.) : 16.7% (전국 15.4%, 전남 22.6% )

· 등록 외국인(‘20.11.) : 3,137명 

•면    적 : 51.642㎢ (해안선 : 79.6㎞) 

· 도서면적 : 10.4㎢ (11개 도서-유인도6, 무인도5)

•행정구역 / 공무원

· 행정구역 : 23개동(603개통 2,606개반)

· 공무원 정원 : 1,279명(5국 1직속기관 2사업단 1의회 44과 23동 237팀)

인 구

1인 가구 비율

합계출산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등록 
외국인

※통계청 최신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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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제
•지역내총생산(GRDP) : 4조 1,004억원 (‘17. 전남도의 5.6%, 도 내 5위)

•경제활동인구(‘20.상반기) : 108,400명 (‘19.하반기대비 5천여명 감소)

- 고용률 : 55.5%(청년고용률 26.7%), 실업률 3.2%

•사업체 현황(‘19.)

- 서비스업(16,630개소), 도·소매업(6,273개소), 제조업(1,164개소)

•농ㆍ수산업 : 농가 1,383세대(경지면적 600ha), 어업 2,053세대(위판고 3.5만톤)

•산업단지 : 4개 단지 240만㎡ (대양,세라믹,삽진,산정농공단지)

 재정현황

•예산규모 : 8,555억원 (일반회계 7,742 · 특별회계 81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합    계 822,099 855,571 33,471(4.07% 증)

일반회계 743,354 774,237 30,883(4.15% 증)

특별회계 78,745 81,334 2,589(3.29% 증)

※ 재정자립도 : 19.96%

•기능별 내역

합  계 855,571 100% 보  건 17,675 2.06%

일반공공행정 38,736 4.53% 농림해양수산 15,235 1.78%

공공질서·안전 5,788 0.68% 산업중소기업 13,082 1.53%

교  육 17,629 2.06% 교통 및 물류 46,420 5.43%

문화·관광 45,067 5.27% 국토·지역개발 36,166 4.23%

환  경 90,625 10.59% 예비비 10,263 1.20%

사회복지 382,996 44.76% 기  타 135,889 15.88%



Ⅱ
2020년 성과

•핵심 성과 10선
•분야별 성과(수상·공모 실적)





핵심 성과 10선

01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0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안전망 강화

03
한국판 뉴딜, 신재생에너지산업

거점 기반 확보

04
전국 제일 수산식품도시

도약 발판 마련

05
국가 관광브랜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정

06
목포항 개발 사업

국가 항만계획 대거 반영



07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목포, 

산단 분양율 대폭 상승

08
국가 사업 유치 총력

역대 최대 국비 확보

09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화 10
시민의 희망을 담는

소통과 공감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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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병원(시 의료원), 선별진료소(7개소), 해외입국자 

격리시설(2개소) 지정·운영

  목포시의료원, 음압치료를 위한 109병상 확보(도내·외 확진자 등 

116명 치료)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목포축구센터, 서해지방경찰청 숙영관) 운영,  

목포역대기소 마련 및 수송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확산 차단

 접촉자 및 의심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발빠른 격리조치 시행

  드라이브 스루 등 현장검사(5,804건), 검체 채취(18,162건) 등 

광범위한 역학조사 실시

국무총리 방문(목포시의료원) 드라이브 스루 현장 검사(유달경기장)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전대책 추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400억 원), 시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요금 

감면(179개소)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자 지원(1,403건), 착한임대인 확산(341개소), 

장사의 신 경영컨설팅(150명)

 감염병 취약계층 돌봄 및 자체 긴급지원 확대

  저소득층 마스크 공급(2만명), 사랑의 반찬 지원(300세대), 운수업 

종사자 긴급지원(1,574명) 등

착한임대인 운동 장사의 신 경영컨설팅 사랑의 밑반찬 지원

01.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0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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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8.2GW)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조성 

  신항, 해상풍력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국가계획 반영(총 

2,180억 원)

  대양산단,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플랫폼 유치 (총 315억 원)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

  남항, 전기추진차도선 개발 및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사업 

추진(총 950억 원)

해상풍력협의회(‘20.11.전남도)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전기추진 차도선 개념도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계획 마련, 2022년까지 대양산단 내 건립 예정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수협이전) 완공, 위판·제빙·유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산식품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수산식품 역량강화 정부사업 확정 

(총 사업비 100억 원)

  목포 어묵 세계화 사업, 전라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총 사업비 100억 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대양산단)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북항, 수협이전)

03.

한국판 뉴딜  

핵심 신재생 

에너지산업  

거점 기반  

확보

04.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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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목포시 지정 (‘20.1.)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4대 도시 선정 

*목포,전주,강릉,안동

  목포형 관광거점도시 계획 최종 승인(‘20.12.), ‘역사를 품은 한국 

제1의 미항’을 비전으로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 조성 

추진(5년간 총 1,000억원)

 체류형 여행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및 대반동 스카이워크 조성,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건립 추진 등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포식(‘20.6.)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대반동 스카이워크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확정 (‘20.11.)

  목포항 개발 사업 22건 반영, 총 8,493억원의 국비 투입 예정

 목포항 권역별 특화를 통한 서남권의 경제 중심 항만으로 육성

  신항은 서남권 물류 허브로 (해상풍력 지원부두, 자동차부두, 해경 

정비창 등 건설), 북항은 서남권 수산업 중심기지로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물양장 등 확충), 내항은 문화·레저·여객·관광 거점으로 육성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대반동 해안선 및 동명동 물양장 정비 등)

신항→서남권 물류허브 북항→서남권 수산업 중심기지 내항→문화·레저·여객·관광 거점

05.

국가 관광

브랜드,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정

06.

목포항 개발  

사업 국가 

항만계획  

대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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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전략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대양산단 분양율 대폭 상승

  국가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19.11.)으로 유망에너지기업 및 물류기업 

투자 확대

  분양율 (‘18.6.) 44.4%→ (‘19.)70.5%→ (‘20.) 86.1.% (2년반만에 약 

42%향상)

 기업의 수요에 맞춰 투자여건 강화 및 다양한 지원 제공

  맞춤형 상담(150개소, 350회), 입주 

보조금(12개소),자금컨설팅(23개소)

  대한상공회의소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기업체감도 부문 

전국 1위

대양산단 입주기업 현장 방문 김 가공 기업 현장

 역대 최대, ’21년도 국고예산 8,933억 원 확보

  (‘19) 5,467억 원 → (‘20) 7,545억 원 → (‘21) 8,933억 원(총114건)

 3대 전략산업 육성 및 SOC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비 대거 반영

  전기선박 및 친환경 연료 개발(190억원), 관광거점도시 (65억 원), 

수산식품수출단지(10억 원)

  남해안철도 전철화(4,000억원), 호남고속철도2단계(1,800억 원), 

국도77호선(200억 원) 등

전기선박 및 친환경 연료 개발 190억원

65억원

10억원

관광거점도시

수산식품수출단지

확보금액 향상(그래프) 국도 77호선 계획도

07.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목포, 

산단 분양율 

대폭 상승

08.

국가 사업 

유치 총력 

역대 최대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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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고 싶은 도시 목포, 브랜드 가치 향상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고하도’ (한국관광공사), 2020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대상(SRT매거진), 방송통신사 여행지 키워드 언급량 1위

 미디어를 통한 도시 마케팅 지속 추진

  다양한 콘텐츠 활용, 목포의 매력 확산(영화·방송 등 국내·외 90여개 

프로그램)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Mokpo’ 유튜브 

3,900만뷰 달성

고하도, 가을 비대면 
관광지100선 (한국관광공사)

2020 최고의 국내 여행지 
대상 (SRT매거진)

The Rhythm of Korea, mokpo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체감형 시책 확대로 시민의 소.확.행 강화

  남항 가을정원꽃밭 조성(3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버스정류장 등 

364개소) 

  공공형버스 ‘낭만버스’운행(3개 노선), ‘목포낭만콜’ 택시서비스 

일원화(1,500여대)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추진

  섬 지역 소통의 날(달리도), 현안사업 설명회(평화광장 리모델링, 

자원회수시설) 개최

  온라인시민청원제(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26건, 1,859백만원) 등 운영

남항, 가을정원 꽃밭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브랜드콜택시 ‘목포낭만콜’ 섬지역 소통의 날(달리도)

09.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화

10. 

시민의 희망을 

담는 소통과 

공감 행정 실현



분야별 성과

01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시민 보호망 강화

03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 마련

04
도시 브랜드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목포

07
현장 소통 확대와

시민 공감 행정 실현

02
미래 3대 전략산업

육성 기반 확보

06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행복 시책 확대

05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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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확산 최소화

  (선별 진료소)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접촉자 

및 의심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발빠른 격리조치 시행

-  검체 채취(18,162건), 선별진료소 운영(6개소), 드라이브스루 등 

현장검사(5,804건)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전수 검사(11월~12월, 61개소 2,557명)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 지역 내 확산 방지 

- 목포시의료원(감염병 치료 109병상 운영), 전라남도내·외 확진자 등 116건 치료

  (자가격리시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선제적 운영으로 지역 확산 차단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2개소): 서해지방경찰청 숙영관(459명), 

(재)목포국제축구센터(51명)

-  목포역대기소 운영 및 수송 지원(305건), 가족 안심숙소 운영(7개소, 

283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생활 안정 대책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시 재정 긴급 투입을 통한 신속한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10만가구, 613억원), 택시운수종사자(1,574명), 

특고·프리랜서(880명) 등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 

-  경영자금 이자지원(1,618건), 착한임대인 참여(341개소),목포사랑상품권 

발행(총 400억원)

-  신의 장사전략 아카데미(맞춤컨설팅-30명 8주간, 특별강연-100명), 

매출실적 상승효과 창출

※ 2020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상

  (취약계층 돌봄) 감염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2만명, 90만장), 사랑의 밑반찬 지원(300세대), 

비상자율방역단 운영(23개동)

 코로나 블루 치유 프로그램 및 힐링공간 제공

  (심리지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리적 우울 극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  확진자·가족, 소상공인 및 청소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662명), 방역요원 

힐링콘서트(월1회)

   (힐링공간) 유휴부지를 활용한 가을 꽃밭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꽃 정원 조성(2개소, 삼학도·고하도), 남항 일원 대규모 꽃 정원 조성(1km, 3만㎡)

※  2020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남항 꽃 정원 조성)

01.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시민 보호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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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조성 기반 확충

   (해상풍력발전 거점) 국내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국가계획 확정 및 관련 연구·지원기관 유치 

-  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2,180억 원),대양산단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315억 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해양수산부 전기선박 건조 사업을 유치해 

남항 일원에 국내 첫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450억 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기술 개발(500억 원)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기틀 마련

  (인프라 확충) 서남권 수산종합지원센터(목포수협 이전)를 완공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수 기반 마련

-  수산식품수출단지 2022년 완공 예정(총 1,089억 원, 대양산단 내 

가공·물류·연구 등 종합 지원시설) 

   (상품화 전략)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목포형 수산가공식품 

특화 사업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정부 및 전남도 육성사업으로 선정  

- 목포형 어묵 세계화(전라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총 100억 원) 

-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총 100억 원 중 ‘21.국비 7억 원 반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여건 확보 

  (국가사업 유치)관광 분야 최대 국가사업인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시스템 

전면 확충 추진

-  평화광장 해상판타지쇼, 갓바위 문화예술항구 조성 등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000억원)

-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포식(‘20.6.), 목포형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최종 승인(’20.12.)

   (관광자원 확충) 목포의 매력을 한층 높여줄 관광자원을 신설하고,  체류형 

여행객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추진(4개소, 총 1,350실 예정)

-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및 관광유람선, 대반동 스카이워크, 고하도 

목화체험장 등

-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착공, 삼학도 및 원도심 일원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 활발

※  SRT매거진 2020 최고의 국내여행지 대상, 한국관광공사 2020 

가을여행지 고하도 선정

02. 

미래 3대 

전략 산업 

육성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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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일자리 확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와 중년층 일자리 확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취업률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451명), 희망근로(2,408명), 목포형일자리(수산식품산단 

취업173명) 등

-  구인·구직 만남의 날(25개 기업, 400여명 참여), 

중장년일자리(사회공헌활동 등 2개 사업)

   (고용위기 극복)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고용 및 취업 

촉진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동력 확보

- 고용위기지역 연장 건의 반영(당초 ‘20.5. → ‘20.12.→ ‘21.12.까지 재연장)

※ 2020 전라남도 일자리창출평가 대상 수상

 맞춤형 청년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취업지원) 청년 역량 제고와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강화

-  청년 잡고(JOB GO) 사업, 취업아카데미 운영, 동·하계 아르바이트 등 9개 사업(325명)

  (창업지원)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와 지역 정착 유도

-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등 4건(111명)

  (자립지원)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자산 형성 및 자립력 강화 지원

-  희망디딤돌 통장, 근속장려금 지원, 취업자 주거비, 구직활동 수당 지원 등 

6개 사업(650명)

-  청년 취·창업 및 사회활동 지원하는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20.2.개소, 

3천여명 이용)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 기반 강화

   (기업 유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각종 보조금 상향, 연구개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입주 업종 추가 등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산단 분양율 지속 상승

-  대양산단 분양율 86.1% 달성(2년 반만에 약 42% 향상), 세라믹산단 

35.2% 분양

※  2020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2년 연속),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공공기관 유치) 고하도 호남권생물자원관 완공, 해경서부정비창 

및 구.경찰서 부지   3개 기관 건립 준비, 해상풍력플랫폼 등 3대 

전략산업 관련 기관 유치 확정

-  2개 기관 완공, 11개 기관 유치 확정으로 소속지원 및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예정

03.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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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으뜸 맛집) 으뜸맛집 전체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고품질 음식문화 정착 추진

-  ‘18.~’20. 총 124개소 선정, 으뜸맛집 대표자 간담회 및 친절·위생교육(‘20.6.),

  (간편 음식)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 개발로 시민 신규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전부리 3종(목화솜빵, 비파다쿠아즈, 맛김새우칩) 레시피 개발 및 

전수(8개소 생산·판매)

  (맛의 거리) 평화광장 일원을 음식관광 활성화 거점 구역으로 조성 추진

-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사업 선정(총 10억원), 전 세대가 즐기는 사계절 

바다정식 상차림 개발 및 가로 조성 등

 국내·외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목포 브랜드 확산

  (국내) 방송·영화 등 파급력 높은 다수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도도솔솔라라솔 제작 (80%목포 촬영, 넷플릭스 방영으로 해외 홍보)

-  편스토랑(목포 김 판매 2억원), 꼰대인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멍뭉이, 조제 등 42건 

  (국제) 뉴 미디어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대폭 강화

-  필더리듬오브코리아 목포편 유튜브 약 3,900만 뷰 달성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k-컬쳐, THE-KPOP, NTD「헬로우코리아」아이쿵 댄스챌린지, 애플TV 등 

 문화 콘텐츠 차별화 및 문화도시 지정 추진

   (문화재 야행) 모던타임즈를 부제로 근대문화와 가요를 접목한 모던시대 

목포 재현 프로그램, 오페라 갈라쇼, 목포재즈 등 콘텐츠 다양화

-  문화재청 문화재야행 공모 선정(4년 연속) 및 우수등급, 온라인 채널 2만 

여명 시청

  (목포항구 버스킹) 전국의 열정 넘치는 버스커들을 모집해 주요 

관광지점(항구포차, 근대역사관1관, 북항노을공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 추진

-  봄~가을, 현장 및 온라인 공연 총 60회 개최(187팀 참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2,448명 참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인 문화도시 

지정 도전 

-  시민 거버넌스 구성(‘20.2.),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문화도시추진단 

출범(’20.6.)

04.

도시 브랜드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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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육성 및 도로망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항만) 목포항(신항·북항·내항) 특화 전략으로 국가 계획 다수 반영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내 22개 사업 확정(2030년까지 국비 8,493억원 투입 예정)

   (도로망) 율도·달리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본격 

추진(실시설계중) 및 북항로 도로 개설, 버스터미널 일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실시

-  국도77호선 연결사업(‘21년 국비 298억원 확보),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21.완공예정)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생사업 추진

   (원도심) 근대 건축 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사업 및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공간에 담아내는 1897개항문화거리 뉴딜 사업 활성화

-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완료, 아카이브구축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착수

-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보리마당)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4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3개소)

  (섬 지역) 노후어항 현대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정주여건 개선

-  어촌뉴딜 300사업 3년 연속 선정- 달리도·외달도(‘19.), 율도(’20.), 고하도(‘21.)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 생활 인프라 강화

  (녹지 공간) 시민친화 녹지 공간 조성으로 도심 속 쉼터 확대

-  삼학도 사계절 정원(2,300㎡), 남항 꽃정원(1km,3만㎡), 양을산 

나무놀이터 조성 등

  (교통·통신) 교통서비스 품질제고와 공공통신망 확대를 통한 편의 증진

-  공공형버스‘낭만버스’운행(3개 노선), 목포낭만콜 택시서비스 도입(총 1천여대)

-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주요 관광지, 버스정류장 등 364개소)

  (환경 안전망)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 안전망 구축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685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2개소),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6개소)

  (깨끗한 물 관리)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강화

- 노후 상수관로 정비 (용궁배수지, L=43.2㎞),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

05.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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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복지시책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방문관리) 민·관 협력 인적안정망을 확충하여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14,991세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성화(162세대 생활지원)

  (긴급복지 확대) 갑작스런 위기상황 해소 및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확대 

-  지원 제도 개선(주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긴급지원 확대(총 1,846건, 

전년대비 123% 증)

 함께 누리는 행복 시책 추진

  (어르신) 생활 편의 제고 및 이용시설 개선 등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 증진 지원

-  목욕·이미용권 단가 인상(4천원→5천원, 2만여명), 경로당 신축(3개소) 

및 지원물품 확대 (8종→11종),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1천여명),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통합지원(3,410명)

  (아동·청소년) 든든한 돌봄 체계 확대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개소),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19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개소)

  (가족) 가족 친화형 맘(mom) 편한 지원 정책 강화 및 다양한 가족 

수요자를 배려한 행복 시책 추진

-  난임 시술·검진 지원(300건), 출산축하금·양육비 지원(2,500건), 이주여성 

취·창업지원 등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공공 보건 서비스 강화

  (공공 일자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지원 강화

-  어르신일자리(2,835명), 장애인일자리(286명), 저소득층 

자활일자리(366명)

   (맞춤형 서비스)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나혼자 걷기 챌린지’ 운영(2회, 2,534명 참여)

- 치매안심마을 지정(유달동) 및 환경개선지원, 치매환자돌봄 물품 지원(359건)

06.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행복 

시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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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소통 확대

  (현장소통) 현안 사업 현장 및 섬 지역 등 시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

-  섬 지역소통의 날(달리도), 코로나-19 극복 대양산단 입주 업체 

현장간담회(‘20.5.)

  (참여확대) 시민의 의견과 참여가 곧 정책으로 반영되는 소통행정 운영

-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26건, 19억 원), 온라인시민청원시스템 운영(시홈페이지)

  (SNS소통)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양방향 소통창구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해 열린 시정 구현

-  페이스북, 유튜브 등 6개 채널 구독자 총 6만여명, 온라인 소식지 낭만항구 

목포’ 게시(매주)

 투명한 시정운영 및 공직자 신뢰 제고

   (예산운영)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확보 강화,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적기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  공모사업 선정 총 57건(국·도비 1,378억 원), 2021년도 역대 최대 

국비확보(8,933억 원)

  (청렴도향상)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내·외부 청렴지수 대폭 개선

-  국민권익위 평가, 2020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향상 (‘18. 4등급→’19. 3등급)

  (적극행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현장의 문제 신속해결 및 협업 강화

-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20.3.), 남항 꽃길 조성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중점 추진 

※ 2020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섬을 주제로 국제기구와 연계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BIE(국제박람회기구) 승인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단계적 준비

-  서남해안 섬 벨트(목포·완도·진도·신안) 협약체결(‘20.10.), 2020 서남해안 

섬 포럼 개최(’20.11.)

   (목포역 대개조) 목포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철도망 확충과 미래 

관광 수요에 대비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역사 현대화 추진

- 2021년 국토교통부 용역비 반영(1.5억원), 목포시 자체 용역 착수(‘20.10.)

07.

현장 소통 

확대와 

시민 공감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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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관기관 인센티브(천원)수상내용

2020년 수상 실적

•제16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행정안전부 1,000

•2020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대상 전라남도 30,000

•2020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10,000

•2020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전라남도 9,000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전국 1위 대한상공회의소

•2020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대상 SRT매거진

경제·관광

도시·행정

복지·보건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2020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105,000

•2019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50,000

•2019 상·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388,000

•2019 상·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전라남도 230,000

•2020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전라남도

•2019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노력상 전라남도 20,000

•2020 TV조선 경영대상, 브랜드경영부문 대상 TV조선

•2020 통계업무 진흥 유공 우수기관 통계청

•202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20,000

•2020 기초연금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18,000

•2020 전라남도 자원봉사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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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00,000 70,000 문화체육관광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1,000 500 문화체육관광부

목포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 1,000 500 문화체육관광부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 45,070 30,400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율도) 12,342 9,750 해양수산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200 600 국토교통부

목포형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440 390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2 106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90 392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06 186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59 190 고용노동부

2021년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 372 193 문화재청

2021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100 52 문화재청

삼학도 천년숲 산림공원 조성 1,100 550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 500 산림청

삼학도 무장애 나눔길 조성 500 300 산림청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 500 250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00 500 산림청

사업 내용(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총 35건) 국·도비 부처총사업비

2020년 공모 실적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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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총 35건) 국·도비 부처총사업비

(단위:백만원)

해안가 우량 곰솔림 방제사업 137 86 산림청

자유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육성사업 1,000 500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604 302 중소벤처기업부

동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00 18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4 142 중소벤처기업부

1897개항문화·건해산물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 800 300 행정안전부

목포청년잡고(JOB GO) 사업 391 130 행정안전부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175 82 행정안전부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 175 82 행정안전부

목포어묵 세계화 및 기반구축 육성전략사업 10,000 5,000 전라남도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00 900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1,000 500 전라남도

4050 신중년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200 100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 198 56 전라남도

202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87 8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151 45 전라남도

2020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사업 150 45 전라남도



Ⅲ
2021년 주요 계획





#특별하게
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강화

•문화 콘텐츠 활성화 

•도시 브랜드 차별화

•근대역사문화와 도시 재생의 만남

02

#강하게
미래 3대 전략산업을 키우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전국 제1도시 도약

•관광산업 세계적인 명소 조성

01

2021년 주요 계획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

•권역별 특화 항만 건설

•산업 단지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및 건립

•일자리 확대와 청년 정책 강화

•골목 경제 활성화

03

#즐겁게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확대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

•건강한 행복 복지 확대

•체육시설 및 교육 지원 강화

•소통·공감 행정 실현

04



_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조성
_ 수산식품산업 전국 제1도시 도약
_ 관광산업 세계적인 명소 조성

 #강하게 / 미래 3대 전략산업을 키우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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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배후단지 및 지원부두 건설 (2021~2029, 신항)

서남해안8.2GW(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 신항, 3만톤급 부두 1선석및 배후단지(26만㎡) 개발, 총사업비 2,180억원(국비)

- 블레이드·터빈·타워 등 기자재 조립과 생산·이송 등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전진 기지 활용

*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 연계, 해상풍력 컨소시엄 구성·운영(18개 기관 및 발전사 참여) 

- 비전 선포(‘21.1.예정) 일자리 11만개 창출 및 관련 업체 육성·유치(450개) 추진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2020~2024, 대양산단)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집적화 실현을 위한 기상자원 및 해저조사, 발전소 구축공사  및 기술지원 센터 건립 

- 해상풍력단지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센터, 기업공동연구센터 구축

- 물류관리 플랫폼 구축, 해상풍력 야적·조립 지원 및 운영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 총 사업비 315억 원(국비 170, 지방비 145)

 #강하게 
미래 3대 전략산업을 키우다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지 장점과 에너지 전환정책이 결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본 구상을 민선 7기 중점 공약으로 추진한 결과, 

핵심 기반 구축사업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사업을 선점해 미래 선박 시장에 대응합니다.

연안 선박을 전기 선박으로 전환해나가고, 친환경 연료 개발을 동시 추진해

국내 최초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전라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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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 유치 (대양산단, 신항)

대양산단 및 목포신항이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한전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지방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 지원

- 해상풍력기자재 등 에너지 소재·부품 기업, 공공기관 납품기업 등 유망기업 중점 유치

-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연계 세미나, 학술회, 전시회, 기업홍보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및 2차전지 사업 관련업체 유치로 에너지밸리 산단 구축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2020~2024, 남항)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 환경에 맞는 전기추진 차도선을 개발하고 섬 지역 

전원공급을 위한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표준 개발

-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실증,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표준화, ICT기반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원공급시스템 

모니터링 및 효율화

- 기술개발 적용 시 최대 1,815명의 직접일자리 창출 및 연안여객선 전체 적용 시  최대 2조 5천억의 산업 유발 효과 

- 총 사업비 450.7억 원(국 268, 도 36, 시 54, 민 92.7)

전기추진차도선 개념도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2021~2025, 남항)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의 대응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LNG추진선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LNG-혼합연소 기술개발 추진

- 친환경 혼합연료 해상 시함을 위한 선박 형태 해상테스트베드 구축

- 총 사업비 494억 원(국비 364, 지방비 110 등)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 (2021~2023, 남항)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캠퍼스 건립 – 친환경선박 분야 전문인력 교육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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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2022, 대양산단)

세계 수산식품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  수산물거래소, R&D시설, 냉동·물류창고, 가공공장, 수출지원시설 등 조성

- 총 사업비 1,089억원 (국비70%, 지방비30%)

- 기본계획 확정(‘20.11.), 기본·실시설계(’21.10.), 착공 및 준공(‘21.~’22.)

 목포 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2023. 대양산단)

2021년 전라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HACCP시설을 

갖춘 어묵 연육 대량위탁 생산공장 및 브랜드 마케팅 등 목포어묵 

산업화 추진

-  HACCP 공장 및 냉장·냉동창고 구축, 생산·품질장비 및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

- 총사업비 100억원(도비 50, 시비 50) 

 #강하게 
미래 3대 전략산업을 키우다01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이자수산물의 최대 집산지이자

대중국 수출 최적지 목포가대중국 수출 최적지 목포가

수산식품산업 제1도시로 도약합니다.수산식품산업 제1도시로 도약합니다.

국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국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사전 절차를 면제받아 신속히 추진 중이며,사전 절차를 면제받아 신속히 추진 중이며,

북항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이 완료되어북항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위판·가공·저장 등 수산활동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위판·가공·저장 등 수산활동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활어 위판장을 확충해 유통 체계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또한, 활어 위판장을 확충해 유통 체계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적극 육성하고,목포어묵 세계화 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적극 육성하고,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전남 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전남 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

수산식품산업 전국 제1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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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수출전략형 김 가공 산업 육성 (2021~2025. 대양산단)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 마른김을 고차가공할 수 있는 R&D 지원을 대폭 강화해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전남의 김 산업 선도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식품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및 수출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목포 대양산단 마른 김 업체 17개소, 전국 마른 김 생산량 30% 생산

-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활성화

북항 배후단지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수협이전) 조성이 완료되어, 위판·가공·저장 등 수산활동 

전반 원스톱 지원시설 마련

- 2022년까지 북항 활어 위판장 추가 구축 (총 사업비 50억 원, 현 활어위판장 옆)

- 목포대교 하부 연결도로 개설, 북항배후단지 진입로 개설, 북항 물양장 확충

 고기능성 해양바이오 신소재 플랫폼 구축 (2021~2025)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해양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해양바이오소재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 기반을 

구축해 전남 해양자원의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 해양자원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임대형 공유 공장 구축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우수 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창업부터 기업 육성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역수산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창업형, 유망형, 선도형」 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수산창업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산물 수출 마케팅 추진

수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

- 해외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 : 미국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동시 입점 

-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 유럽 식품박람회 단체 참가를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 

 어업인 경영안전 도모 및 안전 조업 지원

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전한 조업기반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161명) 및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410명)

- 어선원 및 어업인(663명)과 어선(331척)을 위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기관 14대, 장비 56대), 김 활성처리제 공급(75천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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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유휴자원 체험 콘텐츠 도입

원도심 유휴자원에 문화체험콘텐츠를 도입해 연계루트를 마련해 이용편의를  높이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897 개항문화거리, 구. 호남은행 문화체험공간 조성, 목포 1897 탐방루트 조성

 외달도 바다체험·휴양 관광 개발

슬로시티 목포의 핵심지역인 외달도는 향후 달리도와 연도를 통해 ‘외달도~달리도~압해도~무안’연결 

대비, 자동차로 즐기는 서남권 섬 여행의 거점 조성

- 슬로푸드 체험관광 기반 구축 및 상품 운영, 힐링과 행산의 정원 ‘보타닉 가든’ 조성

 목포시 新9미 플랫폼 구축

구. 세관창고를 활용해 젊은 세대 및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맛의 도시 목포’ 체험을 위한 플랫폼 조성 및 운영

- 서남권 미식체험관광 거점 구축, 통합관광안내 플랫폼 조성, 지역민 외식창업 지원 등

 #강하게 
미래 3대 전략산업을 키우다01

목포만의 특성과 매력을 인정 받아목포만의 특성과 매력을 인정 받아

정부의 최대 관광사업인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정부의 최대 관광사업인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목포를 대표할 핵심 콘텐츠를 대폭 늘리고, 목포를 대표할 핵심 콘텐츠를 대폭 늘리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구축합니다.내·외국인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구축합니다.

평화광장 해상무대를 신설하고 해상 판타지쇼를 선보이겠습니다.평화광장 해상무대를 신설하고 해상 판타지쇼를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해안 경관과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해변맛길 30리가 완성되면또한, 해안 경관과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해변맛길 30리가 완성되면

도보여행의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도보여행의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근대역사문화, 맛과 음식, 섬 등 목포만의 잠재력을 키워 근대역사문화, 맛과 음식, 섬 등 목포만의 잠재력을 키워 

국내·외 1,500만 여행객이 찾는 글로컬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국내·외 1,500만 여행객이 찾는 글로컬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관광산업 세계적인 명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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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갓바위 문화예술 항구 육성

국내 유일 박물관 직접지구로 해양·자연·문학·공예 등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 및 박물관이 집중된 ‘갓바위 문화예술항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강화

-  자연사박물관 야외 테마체험공간 조성, 디자인보행교 강화, 

인포메이션센터 및 통합패스 도입

 평화광장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목포만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기획공연을 기획·제작하고, 

공연무대가 될 바다분수 개선 및 해상무대 설치를 통해 독창적 

스토리와 조형미가 어우러지는 명소 조성

- ‘목포 바다의 노래’ 공연 기획 및 체험성 강화, 아트 파빌리온 조성 

 낭만항구 야관 경관 특화 

해상 경관의 핵심지역인 대반동, 고하도, 목포대교 일원에 야간 경관 콘텐츠를 도입해 낮보다 

아름다운 목포 야간 경관 특화

- 대반동 체험형 디자인 조망대 조성, 목포대교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LED조명 연출 등

- 고하도일원 비밀의 섬 스토리텔링 및 멀티미디어쇼 도입

 낭만항구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축제 주간을 활용해 목포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충 및 사계절·24시간 목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콘텐츠 운영

-  (봄) 유달의 봄 축제, (여름) 낭만재즈 페스티벌, (가을) 문학박람회, 항구문화축제, 낭만항구 버스킹,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겨울) 목포의 맛 쇼미더구미 등 

 서남권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

서남권 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원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체험할 수 있는 통합관광 

플랫폼 조성으로 어디서든 맞춤형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 (오프라인)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온라인) 통합관광정보 시스템 및 스마트 도슨트 해설시스템 구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주요 관광지의 노후화된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주·야간, 사계절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최적의 관광환경 마련

- 스마트 버스정류장·화장실·주차장 조성, 스마트 보안 가로등 도입, LED 로고젝터 설치 등

평화광장 해상무대 조감도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_ 특색 있는 관광 자원 강화
_ 문화 콘텐츠 활성화
_ 도시 브랜드 차별화
_ 근대역사문화와 도시 재생의 만남

 #특별하게 / 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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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매력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낭만항구 

목포’브랜드 가치 제고 (총 11.7km, 

평화광장~갓바위~남항~삼학도~수협~해양대)

구 간 컨     셉 위      치 도   입   시   설 비고

계 5구간  11.7km

1 바닷가 미술관길 평화광장~갓바위 조형미술관, 전망쉼터, 목교, 해변데크 2.6㎞

2 환경보호 생태길 남해환경~남항 습지생태원, 철새관찰장, 갈대숲길 2.3㎞

3 온가족 나들이길 삼학도~요트마리나 사계정원, 조형물, 포토존, 경관시설 1.8㎞

4 개항 역사문화길 물양장~목포수협 어시장 상징물, 근대역사체험존, 해변쉼터 2.4㎞

5 해변 연인의 길 목포수협~해양대 바다전망대, 바닷길 포토존, 안내판 2.9㎞

- 도서 / 가방 / 책상 / 인형 / 낚시용구 / 애니메이션 / 캐릭터 저작권 관리

 #특별하게 
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02 특색 있는 관광 자원 강화

해변맛길 30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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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고하도 목화정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원으로 고하도 목화체험장, 

놀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된 목화정원내 

사계절 아름다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그늘목 및 사계절 정원 조성

-  (정원 시설물) 테이블, 벤치를 활용한 피크닉 등 휴양시설 및 

이벤트 공간 조성

- (기반 및 관리시설) 산책로, 경관조명 등 부대시설

 고하도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

고하도 내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시너지 효과 극대 (생태광장 조성 

A=8,300㎡ / 전망대, 쉼터 등)

 고하도 해상데크 승강기 및 보행교 설치

해상데크 진ㆍ출입로를 개선하여 보행약자 진입여건 향상 

및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여 관광시설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보행교 설치 L=60m, 승강기 설치 H=40m)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 해양레저시설 및 리조트(231객실), 루지, 짚라인 등 조성

- 면적 :  대지면적(296,998㎡), 시설면적(124,998㎡) / 민자사업(총 1,497억원)

 스카이워크 리뉴얼

기존에 완료된 스카이워크 시설을 리뉴얼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재미와 스릴감, 풍부한 경관을 

제공하여 관광효과 극대화 (규모 : L=50M, H=11M)

 서남해안 섬 숲 생태 복원 (2021.~2023.)

전남도 역점 신규사업인 블루이코노미 ‘블루투어’ 기반구축을 위한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으로 

슬로시티로 선정된 외달도 외 2개 섬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섬 숲으로 복원

- 외달도, 달리도, 율도 총 130ha

- 사업내용 : 생태숲 복원, 경관숲길 조성  등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서남해안 섬 숲

목포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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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달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6월 개관)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유달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기여

-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목재집하실, 유아목재놀이터, 목공 

강의실, 전시실 등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및 해상 안전구역 지정  

천혜조건을 갖춘 평화광장 수역에 해양레포츠 교육·훈련·체험 할 수 있는 센터 건립 및 안전구역 

지정으로 서남권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레포츠센터) 센터(800㎡/2층) 1동, 레저기구 계류시설 36척, 경사로 1개소

-  (안전구역 지정) 해양스포츠 안전구역 지정, 사설항로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연안 및 다도해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목포 일원 도해를 순항하는 크루즈를 관광 상품화하여 우리시가 가진 섬자원을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기반을 만듭니다.

-  (국내)전남 서남권 섬 크루즈 관광상품 및 국내 4개 해상국립공원 ~ 제주도 연계 코스 개발 

-  (국제)한·중·일·러 동북아 4개국 연계 해상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  국제여객부두 조기착공 건의(‘20. 9.), 연안크루즈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20. 11.)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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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문화 도시 브랜드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시민문화 수요조사,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문학행사를 통합한 독창적 문학 축제 「2021 

목포문학박람회」 개최

-  기존 문학행사를 통합하고 문화 인프라를 연계한 전국 최초 문학 박람회 개최(‘21.10.)

-  문학과 음악을 융합한 공연, 강연회, 체류형 관광상품 등 독창적인 문학 콘텐츠 발굴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 ‘목포가을페스티벌’ 개최

- 개별적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 및 조정

- 9월 ~ 10월 매주 금·토·일, 3개 권역 집중 개최

 #특별하게 
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02 문화 콘텐츠 활성화

문화도시추진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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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공연의 낭만, 목포항구 버스킹

-  ‘21. 4 ~ 10. 매주 금·토·일 오후 / 목포항구포차, 북항노을공원, 

개항문화거리광장 일원

-  실력 있고 관객호응이 높은 버스커 모집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100여팀 참여)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2022.)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 

마련

-  지식정보, 평생교육 등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생활 

SOC복합화로 주차공간 확보

 일상의 문화 충족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

-  시립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독서교실, 토론식 독서코칭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및 김암기 전시관 전시 운영

-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4편)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우수 

공연(4편)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및 실감콘텐츠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전시관람 및 온라인전시 박물관 서비스 

증가에 대응 “VR(가상현실) 자연사박물관” 구축 

목포항구버스킹

목포문학상 시상식

목포문화원 문학전

김암기 미술관 1주년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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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제고

 목포으뜸맛집 체계적 관리(선정, 운영, 지원)

- 으뜸 맛집 전체 업소 재평가하여 으뜸맛집 관리 강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역량 강화 교육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추진 

 외식업계 활성화 및 역량강화, 음식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 우수 외식업소 육성 컨설팅 및 나혼자 남도밥상 컨설팅 추진

- 간편음식 상품화 홍보마케팅, 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남도음식거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

「맛의도시 목포」를 대표하는 글로컬 명품음식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및 시민에 - (인프라구축)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보도블록 정비, 포토존 설치 등

- (접객서비스) 다국어메뉴판, 사계절바다정식 상차림 및 포장패키지 개발

- (교육및홍보) 가이드북 제작, 유튜브 등 SNS 홍보, 관리운영모니터링 등

 #특별하게 
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02 도시 브랜드 차별화

평화광장 맛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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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 및 친절서비스 수준 개선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으로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제고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확산 : 우수업소(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재심사 등 사후관리

-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모니터링

-  생활방역을 음식문화로 정착 : 도민안심식당 방역수칙 3대 실천과제 

이행업소 지정 및 관리 

(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인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

-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홍보 확대 :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 

 특색 있는 자연경관으로 차별화된 축제 운영

•2021 목포 항구축제 (2021. 10월중) 

- 목포항 파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매 및 마당극, 

갯가풍어길놀이 등

•2021 유달산 봄 축제 (2021. 4월중)

   - 유달산 꽃길걷기, 둘레길 보물찾기, 근대역사거리스탬프투어 등

 「슬로시티 목포 성장의 해」를 위한 인식 확산

2024년 국제슬로시티 목포 재인증에 대비하고,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여  

「슬로시티 목포 성장의 해」를 목표로 내실 있는 슬로시티 인식 확충

-  「슬로시티 목포 성장의 해」를 목표로 내실 있는 슬로시티 인식 확충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시민 

교육 실시

주전부리 론칭쇼

주전부리 3종
(목화솜빵,비파다쿠아즈,맛김새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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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전략적인 도시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으로 목포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강화

미디어 관계자 팸투어, 뉴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홍보 대폭 강화

- 글로벌 미디어 채널 활용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히스토리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추진

연안 및 다도해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전남 서남권 섬 

크루즈 여행을 활성화 하고 지역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 국내 코스, 국외(한·중·일·러) 연계 해상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 서남권 3개 시군 연계(목포, 무안, 신안) 관광 코스 개발 및 운영

 관광안내·홍보 마케팅 추진

- 박람회 참여 및 홍보관 운영, 언론사 및 여행사 대상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 관광객 유치 여행장려금(인센티브) 지원, 관광홍보 영상 제작·배포

- 시티투어(일2회), 문화관광해설사(31명) 및 관광안내소(5개소) 상시 운영

목포가 너무 좋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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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02 근대역사문화와 도시 재생의 만남

 ‘옥단이’상표출원 및 등록

 도시재생 선도지역 관광루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보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우리시가 

발굴한 ‘옥단이’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ㆍ등록 하여 

배타적ㆍ독점적 상표 사용권 확보

  -  ‘20. 6월 : 상표출원(제9류 우선출원), ‘21. 1월 : 상표출원(제16, 18, 

20, 28, 35, 42, 45류)

  -  도서 / 가방 / 책상 / 인형 / 낚시용구 / 애니메이션 / 캐릭터 저작권 

관리

 도시재생공간 조성 및 목포대학교 현장캠퍼스 활용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및 사회구조 등 도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원도심 쇠퇴에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공간 조성 및 목포대학교 현장캠퍼스 활용

차범석 '옥단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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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어울림회관 

지하1층~지상1층 부분 리모델링해 대학 현장캠퍼스 활용 (지하1층-

작업실 조성, 지상1층-목포대 강의실 )

*  목포대학교 MOU 체결 완료(‘20.12.), ’21년 1학기부터 2과목 이상 

주2일이상 강의 예정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국ㆍ공유지 내 공ㆍ폐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하여 

청년층 유입을 통한 마을활력 증진과 예술인과 상생협력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

-  공ㆍ폐가를 활용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무허가 주택 정비 및 

생활인프라 구축)

- 입주자 모집 및 선정(’21.6.~8.),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21.11.)

 1897 개항문화거리 가로 조성

근대자산이 산재한 만호동 일대 도로를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개항 당시 거리로 재현을 통한 

지역특화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 ‘20. 11.~12. : 목포일번가 (여객터미널~목포근대역사관), 청춘로 (오거리 ~ 선구의 거리)

- ‘21.  4. : 1897 개항문화거리 (김영자갤러리~유달초), 목포진테마거리 (만호로 29번길)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

선창권 일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복합 임대주택(행복주택+공공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권 활성화 기여

- 구.백제관광호텔 부지 내 복합 임대주택 조성(LH 공동 추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과 청춘로를 통해 연결된 지역으로, 부족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향후 문화시설 기능의 다목적 용도로 활용

 보리마당 골목길 정비 및 생활 인프라 설치

노후화된 건축물과 골목길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리마당 일원 골목길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보행루트의 개발

- 골목길 정비 1km, 생활인프라 설치 2천여㎡

목포대학교 현장캠퍼스 운영 업무협약

청년문화예술창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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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바다경관이 우수한 보리마당로 및 서산근린공원 일원을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전망공원 조성

-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510m, 보리언덕 조성 5,600㎡

- 서산근린공원 일원 서산동 및 목포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원 조성

 1897 개항문화·건해산물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

목포 원도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켜, 침체된 

원도심권 활성화 기여

- 총 1.2km (1897개항문화거리 0.75km / 건해산물상가거리 0.45km]

-  옥외광고물(485개소) 및 노후건물 입면 개선 (건물 118동, 업소 

139개소)

 보행 환경 개선지구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및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근대역사관 주변(면적 0.43㎢), 보행길 정비 1.8km(7개 노선)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1897 건맥펍

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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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추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국내 최초로 유달·만호동 일대가 면(공간)단위 문화재로 등록되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목포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의 획기적 토대 마련

- 등록문화재 원형회복을 위한 보수정비(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 매입건축자산 보수정비(갑자옥 외 7개소), 문화재 진입로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3개소)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보수정비 및 콘텐츠 구축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출발점이자 목포 최초 민족계 은행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공간으로 목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

- 활용 콘텐츠 구축 (역사공간 및 목포 문화 전시 플랫폼)

 목포근대역사관 1관ㆍ2관 리뉴얼 사업 추진

시설물 노후 및 전시콘텐츠 부재 등으로 리뉴얼을 통한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 및 전시시설물 재연출로 근대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전시시설 개선 : 근대역사관 2관(595㎡, 2층)

- 실감콘텐츠 제작(MR 큐레이터 제작) : 근대역사관 1관, 2관

-  노후 시설 개선 및 현 트랜드에 맞는 체험형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전시 리뉴얼

 목포 문화재 야행 및 문화재활용 상설 프로그램 운영

근대역사관을 거점으로 야간문화 향유 및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 명소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근대의 문화재를 활용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재 

야간개방, 근대 거리 재현 등

 2021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운영

-  (신설) (가칭) 목포 문화재 소야행(小夜行), 근대 목포의 대표 인물과 

역사를 스토리텔링해 문화공연과 야간 역사투어 연계

- (기존) 옥단이 잔칫집 마실가다,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시민참여 

거리인형극 및 근대거리 재현 및 체험 

2020목포문화재야행

세계모자박물관 조감도

도시재생 토론회



_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
_ 권역별 특화 항만 건설
_ 산업 단지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_ 공공기관 유치 및 건립
_ 일자리 확대와 청년 정책 강화
_ 골목경제 활성화

 #새롭게 /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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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역 대개조 추진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조성 등으로 늘어나는 열차 수요 대비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의 

타당성과 고속열차 증편, 유휴부지 시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역세권 중장기 사업 반영 추진

* ‘21. 국토교통부 용역비 반영(1.5억원), 시 자체 용역 착수(’20.11.)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도전

서남해안 섬 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섬의 가치와 비전 확산을 통한 섬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 4개 시·군 지역민 참여 유치추진준비위원회 운영(‘19.8.~), 국내·국제 포럼 개최(매년)

* 서남해안 섬 벨트(목포·완도·진도·신안) 업무협약(‘20.10.), 2020 서남해안 섬 포럼 개최(’20.11.)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03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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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서남권 경제 통합 

서남권의 협력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60만 인구 新서남권 광역 경제 통합 도시 기반 조성

- 서남권 9개 시·군 대상, 특별지방자치단체(서남권 경제통합) 설치·운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확보(‘20.12.)

- 산업·관광·교통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추진(지속)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수준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도모

-  교육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ㆍ경제성 

입증(B/C 1.7)

-  중앙부처에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지속 건의 및 서남권 공동 

유치활동 전개

*  목포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20.8.), 서명운동 추진(서남권 

9개 시·군)
의대유치 관련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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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신재생에너지 거점항 및 서남권 물류 허브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2021.~2030.)

8.2GW(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관련 업체 

육성·유치(450개), 전남형 일자리 창출(11만7천여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두와 배후단지 조성

-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상 우선 선정 및 예타 조기 완료 건의 추진

-  지원부두 1선석(철재부두 3만톤) 및 배후단지(267천㎡) 개발, 총 

2,180억 원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03 권역별 특화 항만 건설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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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신항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 물류시설 확충과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동북아 국제항만 물류거점도시 조성

- 수출자동차 야적장 등 배후단지 조성 : ‘15.~’21. 485천㎡ 총 455억원

- 대체 진입도로(용당~신항교) 개설 : ‘19.~’26. L=1.8Km, 총 337억원

 제2자동차부두 건설 (~2023.)

신항 주력화물인 수출 및 환적 자동차 화물의 원활한 처리로 기존 물동량 이탈방지와 추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제2자동차부두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 자동차부두 5만톤급 1선석(안벽 300m) *부두규모 확대(3만톤급, 240m → 5만톤급, 300m)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0. 3.),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20. 3. ~ ‘21. 3.)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건설 (~2024.)

해경 경비함정을 목포에서 수리함으로써 효율적 운용과 신속한 출동 대응 및 수리조선소와 협업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허사도 일원(약 10만㎡), 정비시설 및 진수시설 조성(드라이도크 1, 플로팅도크 2) 총 1,9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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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서남권 수산업 중심 기지

 어선 물양장 시설 확충 (2020.~2023.)

어항기능 북항 이전에 따라 수산물 선별작업 등 어획물 양육을 위한 

작업공간 및 부족한 어선접안 시설 확보를 위한 물양장 시설 확충

-  호안시설(413m), 마무리 호안(50m) 조성, 및 물양장시설 확충, 총 476억원 (국비)

 북항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2020.~2023.)

총15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진입도로 확충

-  북항배후단지~목포해양대학교, 왕복 4차로 (L=910m, B=21m) 총 138억 원

 삽진항 지방어항 지정 추진

소규모 항포구 단계의 삽진항을 지방어항 지정하여 진입도로 

정비, 준설, 주변환경 개선 후 단계별 국가 어항으로 재신청하여 

삽진항 개발 추진

-  삽진ㆍ대양산단 및 수산식품수출단지 지원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고 대중국 등  수산물 수출과 유통 전진기지 어항으로 개발

내항·문화·레저·여객·관광 거점

 목포항 여객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2021.~2025.)

수협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예방과 국제여객터미널 선석의 접안 능력을 확대하는 항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구를 통한 원도심 미래 먹거리 마련

- 국제카페리 부두 옆(수협부지 및 부두), 3만 톤급 2선석, 터미널신축, 야적장 등 확충

- 총 사업비 : 1,151억원(전액국비)

 대반동 수제선(해안선) 정비 (2021.~2022.) 

어선의 안전한 통행과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하는 월파 재해 예방대책 마련,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로 수제선을 정비하여 친수시설 조성

- 조선내화 앞 ~ 신안비치호텔 입구, 매립호안 400m, 친수시설 10,000㎡ 조성

 동명동 물양장 정비 (2020.~2021.)

기존 물양장 부속시설 제거후 배후부지 친수공간 조성 및 잔교식 데크로 확폭하여 곡선형 산책로 및 

친수공간 조성

- 물양장 정비 4만㎡및 친수시설 2만여㎡ 조성 ,  총사업비 : 34억원(전액국비)

동명동 물양장 정비(안)

북항배후단지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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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유치

- 무안·영암·신안 등 서남권지역 경제 통합을 통한 태양광, 풍력, 조력 기자재사업 시장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와 주기적 연계를 통한 세미나, 학술회, 전시회, 기업홍보 개최

- 신재생에너지 및 2차전지 사업 관련업체 유치로 에너지밸리 산단 구축

 산단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식품산단 도약

- 국립김연구소, 국제김거래소 구축을 통한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생산 단지 완성 

 대양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과 신성장 산업 연관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입주기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업유치로 2021년 분양 완료 달성 추진

- 입주업종 : 식료품, 전기장비, 물류업, 발전업, 자동차, 세라믹 등 8개 업종

- 기업수요에 따른 업종ㆍ획지 변경 및 입주기업 지원시책 지속 개발

* 분양실적 : 853,183㎡(분양률 86.1%) 총 119개(가동 53, 건축 18, 설계 등 준비 48)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03 산업 단지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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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일반산업단지 산업 용지 도로 개설

산업단지의 대형필지를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획지로 분할함에 

따라 진입 도로 개설

-  산업 6블럭의 5,000~6,000평대 산업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게 900~2,500평대로 분할함에 따라 출입구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 공사 추진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최첨단 세라믹 기업 유치를 통해 목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021년 목표 분양율 50% 목표

- 입주업종 : 비금속광물, 화학물질, 금속가공 제조업

- 최신의 시설장비 구축 및 세라믹 생태계 육성 정책 집중 홍보를 통해 투자 유치

 리쇼어링(유턴) 기업 유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으로 국내 복귀의향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유치 실현

-  목포세라믹종합지원센터,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우수한 기업지원 

인프라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대양산단 입주혜택 지원 추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0. 3. 1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작업 환경 개선에 기여

-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산단 내 입주 제조업체)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공모사업 참여기업 발굴지원

제조기업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 보급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

- 대    상 : 중소·중견 제조업체 총 10개소

- (기초)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 (고도화) 기 구축기업 시스템 고도화 지원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확대

해외 진출 여력이 부족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본사 또는 공장이 목포시에 있는 수출(준비)기업

- 홍보물 제작, 수출상품화, 박람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대양산단 김 수출업체  간담회

세라믹산단 조감도

전라남도 경제부문 3관왕

로나-19피해 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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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 

고하도 일원,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이 완료되어 

‘21.상반기중 개관 예정

-  생물자원의 조기 발굴을 통한 생물주권 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연구 등 (총 200여명 근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관 조성

목포의 3대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국가기관을 건립해 산업화 지원체계 마련

-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24. 대양산단),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 기업공동연구센터 조성

-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25. 남항), 친환경 연료기술 해상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구.경찰서 부지 공공기관 건립 지원

부처별 관련 업무의 전남권 거점시설로 운영되어 유동인구 증가 및 원도심 활성화 견인

- 스마일센터(법무부), 통일센터(통일부), 청소년지원센터(여가부) 22년까지 준공 예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03 공공기관 유치 및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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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관련 공공 기관 건립

항만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선박 수리기관 설립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서남해권 종합안전훈련장 개관(’21.2.),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23.)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건설(~‘24.)

 전남 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건립

지역 간 교육시설의 불균형 해소로 동·서지역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유아 행복 교육 실현

- 산정근린공원 내(부지 약 4천㎡, ‘23. 9. 개관예정), 실내외 체험시설 및 숲 연계 프로그램 등 구성

 한국 섬 진흥원 유치 추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섬 자원 조사·연구를 위한 종합 연구기관 유치 추진

- 연구원, 전시관, 교육관, AR·VR활용 체험 공간 등 조성  *섬발전촉진법 국회 통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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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03 일자리 확대와 청년 정책 강화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하반기 2회, 총 440명(공공근로 3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40명)

- (공공근로)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생활방역 등

- (지역공동체) 지역특화자원개발, 지역생활공간개선, 서민생활지원 등

 신중년층 재 취업 기회 확대

전문 경력을 지닌 신중년층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서비스 공급의 부족 

완화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경력을 지닌 미취업자(목포시 거주) 

- (사회공헌활동 지원)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진행 및 참여수당 지급

- (경력형 일자리)근로에 따른 인건비 및 근로자를 관리하는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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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4개 해당학과 재학생 2 ~ 3학년(41명)

*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등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복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인건비), 사회보험료

-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시설장비지원사업, 기업 고도화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관내 사회적경제기관총 126개소)-마을기업(7), 

일반협동조합(91),사회적협동조합(5) 등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일자리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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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청년 취·창업 제반여건 조성

 목포(관광문화자원)-서울시(청년) 간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목포-서울시 지역간 협력 청년일자리 구축, 지역자원 탐색 및 청년창업지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서울시 거주 청년 20명 이내 (고용형10, 창업형10)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창업 초기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자(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 창업 5년 이하 청년사업자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

- 청년 취·창업 지원 : 청년 취·창업 특강, 성공한 지역창업자 멘토링 등

-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그린뉴딜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청년 Needs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아카데미 운영 

- 대학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2개 대학)

- 현장실습 등 취업 완성 프로그램 및 대학 일자리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프로그램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 2020년 지원(19개 기업, 47명), 4년간 1명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 기업 500)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욕 고취

- 대상자와 지자체(도·시)가 매월 10만원씩 적립(3년 만기 720만원 적립, ‘21. 140명 지원 예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률 제고

-  2021. 7. ~ 10.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 (호남동 KT 빌딩)

- 기업채용설명회, 1:1 현장 면접, 취업지원 특강, 구인정보 제공(25개 기업, 4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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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03 골목경제 활성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1년도 발행금액 : 400억원 (지류형 300억, 카드형 100억)  

 소상공인 컨설팅(아카데미)사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매출증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 21. 상반기, 원도심 일대 소상공인 30명 (외식업 컨설턴트 김유진 강사)

-  업체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8회) : 홍보마케팅, 접객,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등 소상공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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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2021.~2022.)

기반시설(주전부리존, 포토존 등) 확보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핵점포 유치 및 개발 및 특화상품개발, 장터·야시장 운영,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  청호시장 외 4개소, 전기ㆍ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확충 및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정비  

노후전선 정비 사업 추진

- 종합수산시장 외 2개소, 개별점포별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등 노후전선 정비

 지역상가(소상공인)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

비대면·디지털 중심 소비 환경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으로 

매출 향상 도모

- 기 구축된 목포 지역상가 DB 현행화(14,000여 개소)

-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및 상가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는 오픈 시스템 개발

* 지역 소상공인 현황(2018.12.기준)-소상공인(91.42%), 건설·제조업(8.31%) 등



_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확대
_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
_ 건강한 행복 복지 확대
_ 체육시설 및 교육지원 강화
_ 소통·공감 행정 실현

 #즐겁게 /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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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확충 및 편리한 교통 대책 추진

 국도77호선(압해~율도~달리~화원) 연결도로 개설  

섬·도시·화원관광단지가 동반 상승하는 국토 신성장축 개발로 국토균형발전 도모하고 

신안~목포~해남 등 서남권 해안망 연결·소통 강화

- 신안 압해~목포(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총 13.4㎞(해상교량 2.13㎞, 해저터널 3.08㎞, 2차로)

- 총 사업비 : 4,820억원(국비)   *국도77호선, 인천~목포~부산(총 694㎞)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 개설 

산정 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북항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우회 가능한 진입로 확보,   물류 수송 비용 

절감 및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 착공(‘20. 10.), 2구간 총 244m 준공 예정(‘21. 12.) (L=244m) 

 #즐겁게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04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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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대박마을 주변 도로(L=760m) 개설 잔여분(L=80) 공사를 완료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로 확보 

 브랜드 택시 ‘목포낭만콜’ 운영 

-  관내 택시 1,531대(법인 607, 개인 924), ‘목포낭만콜’ 로 서비스 

일원화

-  모바일앱콜 및 전화콜 운영, 콜택시번호 단일화로 신속한 배차 

제공(시스템 ‘20.10.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 콜택시 운영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배차시간 지연 등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임차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업무 효율적 운영

- 총 18대 (카니발 13, 스타렉스 5), 24시간 연중 운행  *대상(4,213명 보행상 장애인)

 교통이동권 보장 공공형 버스 「낭만 버스」 확대 운영 

노선 감축(변경)이 불가피한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에 대체교통 수단 도입해 기존 노선 버스 체계 

개선지역이나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교통권 보장

- 도서지역(율도ㆍ달리도) 마을버스 도입 추진(2개 노선, 율도·달리도)

* 3개 노선 소형버스 4대(12인승) 운행 (‘20. 6. 시작), 버스정류소 신설(21개소), 노선정비(180개소)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총 101개소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완료 10개소, ‘21.~’22. 7개소 추가 지정 예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021.완료)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의 시·종점, 무안국제공항, 신항만 등이 

위치하여 물류거점 도시로써 원활한 역할 수행 및 불법주정차 

민원 해결을 통한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  부지면적 91,476.9㎡(27,671평)/991대 공간 조성 

(주차장,휴게·정비·관리동 등)

소상공인 컨설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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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  

어촌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및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민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창출 및 

소득주도성장 실현

-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19.~’21. 총134억 원)  

- 율도항 (‘20.~’22. 총 123억 원)

-  고하도, 용오름 둘레길의 거점 “고하도 어촌스테이션” 조성 (‘21.~’23. 

총 123억 원)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2018.~2027.)

섬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달리도)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선착장~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달리 2구 해안도로 개설 등 전체 공사 완료(’22. 10.)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지하수 수량감소· 염분유입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율도, 달리도, 외달도)에 해저관로를 매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  규모 : D=80~150mm(총 14.8km), 4차분 공사 착수(‘21.3.), 전체 공사 

완료(’22. 10.)

어촌뉴딜(고하도)

어촌뉴딜(달리도)

어촌뉴딜(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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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즐겁게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04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녹색전환을 위해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수소충전소 1기 설치 (‘21.5.~12.)    *광주·전남 현황(광주 2기, 여수 1기, 장성 1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 전기자동차(총100대), 전기이륜자(총 20대), 전기화물차(총 20대) 보급 지원

- 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26대), LPG화물차 구입(40대), LNG시내버스 구입(4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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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및 저효율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1,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10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700대) 등

-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11개소), 5등급 경유차량 운행단속(CCTV 8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등)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에너지 자립율 

제고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총 42가구 대상, 태양광·태양열· 지열·연료전지(4분야) 설치비 지원

 1회용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신선상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재사용 확대

- 관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배부

-  ‘21.(50개소), ’22.~‘24.(각 40개소) 설치  *‘20. 도입·운영(1,088개 

수거 및 재사용)
아이스팩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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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촘촘한 사회 안전망 강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민관협동 

『복지기동대』 를  운영함으로써 스마트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24개 기동대 148명(기동대별 5~6명) 구성,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 주거환경 개선(최대 100만원),  위기가정 현금지원(최대 50만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동행 프로젝트 운영

위기 사유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민관기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

-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와 욕구파악 및 사례회의로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

* 대상자 파악→가정방문 상담→사례 대상자 선정 및 사례회의→민·관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즐겁게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04 건강한 행복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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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가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불 등 

대형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 물세탁이 가능한 이불·담요 등 

대형빨래 무료 세탁

- 이동차량 : 1.2톤(세탁기 21kg 2대, 건조기 16kg 1대)

* 접수/발굴→세탁물 수거→세탁/건조→배달(원스톱 세탁지원)

 우리동네 클린서비스 운영   

- 민·관·군 클린서비스 봉사단 구성 및 업무협약을 통한 ONE-STOP 

협력체계 구축

- 호더스증후군(저장강박증) 세대 대상 생활쓰레기 수거 및 소규모 

집수리사업 연계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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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요업무계획
2020년 성과와 2021년 계획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통하여 생활 편의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 경로당 신축(3개소),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총 189개소),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 3.),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확대

• 민간소유 경로당 개보수 시비지원 확대(도배·장판 보수 → 전체 시설보수 가능)

• 경로당 물품지원 확대 (8종→11종 /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등 3종 추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건강 증진과 품위유지 등 차별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22,500명), 연간 24매  *단가인상 (4,000원 → 5,000원, ‘20.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만65세 이상 독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3,410명)

-  (안전지원)안전, 안부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35개 사업, 3,083명)   

- (공익형) 독거노인 및 취약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시가지환경정비 등

- (사회서비스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 (시장형) 공동작업, 식품제조판매    *활동비 : 월 270천원(주 3일, 월 30시간)  

노인일자리 및 맞춤돌봄서비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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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의 권익 증진 강화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아동보호체계 개편(‘20. 10월)에 따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기능 확대

- 아동보호팀 신설(‘21.1.) :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 전담팀 12명 배치

- 전담인력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수행 → 변경, 지자체 수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19. 상반기 7개소 → ’22. 14개소로 점진적 확대 

※ 기존방침 : 7개소→ 10개소 확충 (2020.11개소 목표달성) / 추가3개소 확대 추진

- (열린어린이집) 공보육의 질 향상 및 부모 참여 확대 (‘18. 17개소, ’19. 29개소, ‘20. 3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돌봄 프로그램 및 시간제 돌봄 운영(‘20.6.개소, 옥암코아루 내)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취업창업교실, 6개 과정 직업교육 등)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맞춤형 출산지원  

임신에서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  

-  (임신)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산부 등록 사업(1,900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300명)

-  (출산)고위험임산부, 청소년 산모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산후건강관리 지원(900명)

- (양육)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2,500명), 셋째자녀 영유보험(10년 보장) 지원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및 자립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보호·지원 및 폭력피해 여성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저소득 한부모·청소년·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자립촉진수당 등 매월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2개소),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운영 지원(5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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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도시 조성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목포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감시 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  (대응체계 강화) 상시근무조(4개반 30명) 및 긴급지원팀(7개조 35명) 운영

· 질병정보 모니터망(164개소), 표본감시의료기관(5개소) 운영

- (예방·방역) 방역(취약지 315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지속)

- (교육·홍보) 언론매체, 캠페인, SNS 등 시민 참여 홍보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기여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4,800가구), 고혈압·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빛나는 백세시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예방·조기진단·자원연계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발생 감소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 제공(7천여명), 독거어르신 

치매조기검진(1천명)

-  치매환자 쉼터 및 가가호호 방문(주5일, 100명), 

인지강화프로그램(음악, 원예, 등 10개반)

-  치매안심센터 방문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 가상현실(VR)기반 

치매예방실 운영

 희망나눔 장애인 재활서비스 

의료 취약계층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  재활보건 서비스 제공(의료서비스,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장애 예방교육 등)

-  허약노인 신체활동 교육 : 노인이용시설 등 10개소(물리치료사협회 연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비대면 건강증진사업'나혼자 걷기 챌린지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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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2023.10월 개최)

국내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로 1주일간 3만여명 참여로 약 3천억원의 경제효과 예상

- 참가 인원 30,000여명(임원 10,000, 선수 20,000), 총 47개 종목(도내 22개 시·군 분산 개최)

*우리시 12종목(농구, 당구, 배구, 볼링, 산악, 에어로빅, 육상, 축구, 카누, 탁구, 하키, 테니스) 

 종합경기장 건립 (~2022.)

전국 체전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할 종합 경기장을 2022년까지 건립 완료 예정

- 대양산단 일원, 부지 17만㎡(종합 및 보조경기장, 관람석 16,464석, 주차 872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22.)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으로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체육 활성화 도모

-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중재활치료실 등(부지 약 16만㎡, 연면적 3천㎡, 지상2층)

 #즐겁게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04 체육시설 및 교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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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야구장 조성 (~2021.)

야구를 좋아하는 유소년 꿈나무들의 건강증진과 인재 육성에 필요한 연습용 리틀 야구장을 조성해 

부족한 유소년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체력 증진 도모

- 옥암동 카누경기장 옆(체육시설용지), 야구장 조성 1면(면적 5천여㎡)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 지원 

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적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설계 및 선택 지원

- 목포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다양한 진로체험처 및 진로프로그램 발굴)

-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중 3 및 고 1~2 학생 대상, 입시 대비 맞춤형 학습 전략 제공)

 학교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관내 초·중·고 (20개교 선정), 음악, 미술 등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기초학력, 독서·토론, 인성·예술,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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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통 채널로 시정 참여 확대 

 시민과의 대화 확대

주요 현안사업 홍보 및 민선7기 후반기 시정계획 공유 등 소통 

행정 구현

-  동 현안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 등 경청하는 대화의 장 마련, 지역 

사회단체와의 대화 추진 

-  우리동네 시장실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로 주민 의견 시정 

반영 활성화

 섬 지역 소통의 날(율도)

섬 지역 거주로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이동시청을 운영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 등 내실 있는 소통 실현

- 주민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필요 수요에 맞춘 민원처리,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 

 #즐겁게 
시민 행복 가치를 높이다04 소통·공감 행정 실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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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청원제 활성화로 열린 시정 구현

온라인 시민청원제 활성화로 시민과 새로운 소통 창구 마련

- 시민청원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주요 정책·제도 등 건의 

* 청원신청→적정성 검토→청원지지(30일 이내 500명이상)→청원답변 및 성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자치 역량 활성화 및 재정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

- 지역회의 개최 및 사업 공모(26건 총 25억 원), *시민위원회 개최 및 ‘21년 사업 확정(‘20.10.)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 기대 

- 중앙정부, 전남도 공모사업 적극 응모, 외부재원 확보로 시정발전 도모

- 중간 점검 및 방향 제시(5월~9월),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 개최(마을환경정비, 텃밭 가꾸기 등) 

* 씨앗(형성, 1~2년)→새싹(활성화, 1~2년)→열매(고도화, 1년)→수확(자립)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확대

SNS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ㆍ게시로 실시간 시정소식 및 각종 정보 제공

- SNS 시정소식지 ‘낭만항구 목포’ 발행, SNS 전문기자 및 부서별 SNS 소통리더 운영

- SNS 활용능력 향상 전문가 특강 개최, 우수직원 표창 등 전 직원 SNS 홍보 강화

- 「낭만항구 목포」홍보 영상 등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구독자수 현황(‘20.9.) 페이스북(3.6만명), 카카오스토리(4천명), 인스타그램(1.3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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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 강화

 신성장 동력 기반 미래 전략 사업 발굴

한국판 뉴딜 대응, 「목포형 뉴딜」 사업 발굴을 통해 국가사업 유치 추진(3대 분야 44건) 

- 목포형 스마트시티 조성, 인공지능 기반 수출용 김 품질 고급화, 비대면 온라인 유통사업 등

- 발굴된 사업에 대해 중앙 부처 등 공모 적극 대응 및 신규 사업 지속 발굴

 적극 행정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현장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부서 주도형 적극행정 추진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

- 전 직원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21. 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보상 강화(반기별)

- 2020년 중점 과제(남항 유휴부지 꽃길조성, 관광지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 (조례제정) 2020. 3.「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실행계획) 2020. 6. 목포시 실행계획 수립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정책 개발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자문단(4개 분과 39명)등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강화 및 신규사업 지속 발굴 

-  목포시 정책자문단(관련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전문가) 

구성·운영(‘20.6.~)

 고하도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고하도 내 추진중인 개별사업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공감을 형성하는 고하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감을 형성하는 고하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추진

 전략적인 국비 활동 강화

한국판뉴딜 및 우리시 3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역량 집중

- 국가 계획반영 등 정부 정책 연계로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 주력 추진

국무총리 면담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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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국비 사업 현황
※ 균특 전환사업 포함 (단위 : 억원)

연 번 소관 부처 사    업    명 총사업비 확보액 비고

　 　 　총계(114건) 신규 47, 계속 67 66,006 8,933

신규사업 (47건) 5,079.75 395.47

1 국토교통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1.5 1.5

2~7
문화체육

관광부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6개소) 100 30

8 〃 실내수영장 노후시설 기능보강 7 2.1

9 〃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기능보강 3 1.2

10 〃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환경개선 10 4

11 〃 목포 볼더링 경기장 신설 10 3

12 〃 고하도 해상데크 진출입개선 19 9.5

13 문화재청 구 목포세관 문화재권 관광활성화 사업 50 5

14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30 12.6

15 〃 문화재야행(단년주기 공모) 4 1.5

16 〃 생생문화재(단년주기 공모) 1 0.4

17 행정안전부 간판개선(개항문화거리,건해산물상가)공모 8.6 3

18 〃 임성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200 4

19 〃 달리도 선착장~쪽박섬간 연결도로 개설 5.7 4.56

20 〃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 13 5

21 〃 달리분교 연결도로 확포장 1.55 1.24

22 〃 율도 떡바위 선착장 정비 3 2.4

23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38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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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신항 배수지 신설 108 20.28

25 〃 목포 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 54 4

26 〃 대반동지구 연안정비 조성 235 7

27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100 14

28 〃 목포 내항 여객부두 추가확충 480 20.28

29 〃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100 8

30 〃 북항 활어위판장 신축 50 6.5

31 〃 신항 석탄부두 기능전환(석탄→잡화) 14 14

32 〃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 123 17

33 〃 (가칭)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1,523 18

34 환경부 목포권 자원회수(소각)시설설치 BTO 839 11

35 통일부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건립 80 27

36 산림청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141 7.62

37 〃 삼학도 천년숲 산림공원 조성 20 5.5

38 〃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조성(공모) 5 5

39 〃 해안가 우량 곰솔림 방제 1.4 0.69

40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8 5.2

41~44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4개소) 15 8.1

45 〃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공모) 10 2.3

46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6 3

47
산업통상

자원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3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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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67건) 61,047 8,536.7

1 행정안전부 달리도~외달도 해상보행 연도교 개설 100 14.42

2 〃 율도 주민역량강화 교육 0.5 0.08

3 〃 고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0.5 0.08

4 〃 달리도 선착장 ~달리1구 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8.4 3.9

5 〃 달리도 커뮤니센터 조성 6 2.8

6 〃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2 5

7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 7.43

8
농림축산

식품부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대반마을) 50 10.98

9 〃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0.16 0.05

10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운영(연례반복) 4 0.5

11 〃 공공형 버스지원(연례반복) 30 3

12 〃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주거지주차장) 30 9

13 〃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50 46.41

14 〃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170 33.1

15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 394 10

16 〃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2단계 조기 완공 24,743 4,240

17 〃 남해안철도(목포~보성간)건설 및 전철화 16,014) 2,542

18 〃 국도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 4,820 298

19 문화재청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03 6.41

20
문화체육

관광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어울림도서관) 100 22.5

21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000 65

22 〃 목포종합경기장건립(제103회 전국체전) 920 80

23 〃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반다비체육센터)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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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 100 20

25 〃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 30 6

26 보건복지부 지역자율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6.1 4

27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 15

28 〃 가사간병 방문지원 6.3 4

29
산업통상

자원부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해양대) 235) 13.3

30 〃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 81.07 29

31 〃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 42.3 3

3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5 47

33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80 33

34 〃 유틸리티성 자원 공유 지원 99 11

35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1,994 132

36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1,089 10

37 〃 어촌뉴딜 300사업(달리도,외달도) 126 22.88

38 〃 어촌뉴딜 300사업(율도) 127 36

39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450 130

40 〃 북항어선 물양장 확충사업(1차) 259 78.7

41 〃 신항 민자운영수익보전금  1,189 83

42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 1

43 〃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추가확충 472 1

44 〃 목포신항 배후단지 조성 394.54 106

45 〃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 483.5 102

46 〃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138 1

47 〃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3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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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서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 99 18.46

49 〃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20 10

50 〃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75 14.31

51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25.18 1.5

52 〃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장좌도 선착장조성 포함) 39.56 7

53 〃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3 0.66

54 〃 수산종자 매입방류 18.28 0.8

55 환경부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181.93 33

56 〃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0 12

57 〃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 408 25

58 〃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임대료 지급  1,025 30.86

59 〃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임대료 지급  1,391 42.37

60 〃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임대료 지급 681 19.94

61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8.43 0.84

62 산림청 녹색 쌈지숲 조성 119 0.5

63 〃 명품가로수길 조성 55.62 0.5

64 〃 생활권등산로 정비 16.4 1

65 〃 나무은행 운영관리 6.33 0.32

66 〃 유아숲체험원 조성 1.2 0.1

67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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