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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산식 적용
(완료/총 공약수×100) + (정상추진/총 공약수) × 50

공약별 추진상황

경제‧일자리 분야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1-1 대양산단 기업 유치 완료후 계속추진 기업유치과 상세보기

1-2 세라믹산단 기업 유치 정상추진 기업유치과 상세보기

1-3 서남권 경제 통합 정상추진 기획예산과 상세보기

1-4 목포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일자리청년정책과 상세보기

1-5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완료후 계속추진 지역경제과 상세보기

1-6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1-7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1-8 여성 일자리 창출 완료후 계속추진 여성가족과 상세보기

1-9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일부추진 해양항만과 상세보기

1-10 서남권 수산식품 종합벨트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수산진흥과 상세보기

1-1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수산진흥과 상세보기

1-12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도시재생과 상세보기

관광 분야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2-1 해양관광산업 육성 완료후 계속추진 관광과 상세보기

공약 > 공약현황 > 공약추진상황공약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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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2-2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관광과 상세보기

2-3 맛의 도시 목포 실현 완료후 계속추진 관광과 상세보기

2-4 목포시 슬로시티 조성 완료 관광과 상세보기

2-5 유달산,삼학도 사계절 꽃피는 관광명소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공원녹지과 상세보기

2-6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공원녹지과 상세보기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교육‧보육 분야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3-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완료후 계속추진 여성가족과 상세보기

3-2 장난감도서관 운영 완료후 계속추진 여성가족과 상세보기

3-3 초등학생 지역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완료후 계속추진 여성가족과 상세보기

3-4 아동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 여성가족과 상세보기

3-5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여성가족과 상세보기

3-6 건강한 그린푸드존 조성 완료후 계속추진 보건위생과 상세보기

3-7 학교치과 주치의 운영 완료후 계속추진 건강증진과 상세보기

3-8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교육체육과 상세보기

3-9 학교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교육체육과 상세보기

3-10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상추진 교육체육과 상세보기

복지‧건강 분야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4-1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 주택 제공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4-2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제공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4-3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일부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4-4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4-5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4-6 공공형 100원택시 운영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교통행정과 상세보기

4-7 택시 쉼터 조성 사업 완료 교통행정과 상세보기

4-8 브랜드콜 택시 통합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교통행정과 상세보기

4-9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사업 완료후 계속추진 교통행정과 상세보기

4-10 미용인 교양 및 기술함양 지원 완료후 계속추진 보건위생과 상세보기

4-11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완료후 계속추진 건강증진과 상세보기

4-12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확대(신설) 완료후 계속추진 공원녹지과 상세보기

4-13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정상추진 교육체육과 상세보기

4-14 리틀야구장 조성 완료 교육체육과 상세보기

4-15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활성화 추진 완료후 계속추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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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21257/2022/2_2.pdf
/contents/21257/2022/2_3.pdf
/contents/21257/2022/2_4.pdf
/contents/21257/2022/2_5.pdf
/contents/21257/2022/2_6.pdf
/contents/21257/2022/3_1.pdf
/contents/21257/2022/3_2.pdf
/contents/21257/2022/3_3.pdf
/contents/21257/2022/3_4.pdf
/contents/21257/2022/3_5.pdf
/contents/21257/2022/3_6.pdf
/contents/21257/2022/3_7.pdf
/contents/21257/2022/3_8.pdf
/contents/21257/2022/3_9.pdf
/contents/21257/2022/3_10.pdf
/contents/21257/2022/4_1.pdf
/contents/21257/2022/4_2.pdf
/contents/21257/2022/4_3.pdf
/contents/21257/2022/4_4.pdf
/contents/21257/2022/4_5.pdf
/contents/21257/2022/4_6.pdf
/contents/21257/2022/4_7.pdf
/contents/21257/2022/4_8.pdf
/contents/21257/2022/4_9.pdf
/contents/21257/2022/4_10.pdf
/contents/21257/2022/4_11.pdf
/contents/21257/2022/4_12.pdf
/contents/21257/2022/4_13.pdf
/contents/21257/2022/4_14.pdf


4-15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활성화 추진 완료후 계속추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세보기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소통‧안전 분야

전체
공약
수

공약명 추진상황 담당부서 비고

5-1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완료후 계속추진 기획예산과 상세보기

5-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완료후 계속추진 회계과 상세보기

5-3 시민 청원제 운영 완료 자치행정과 상세보기

5-4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 제도 운영 완료후 계속추진 자치행정과 상세보기

5-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안전대책 마련 완료후 계속추진 사회복지과 상세보기

5-6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완료후 계속추진 노인장애인과 상세보기

5-7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완료 안전총괄과 상세보기

5-8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완료후 계속추진 교통행정과 상세보기

5-9 교육 현장과의 소통 확대 완료후 계속추진 교육체육과 상세보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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