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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해수부 장관에 현안사업 정부 지원 요청

작성일 2021.02.24 11:07 등록자 공보과 조회수 350

 1.김종식 시장, 해수부 장관에 현안사업 정부 지원 요… 152 hit/ 948.8 KB 다운로드

- 문성혁 장관, 목포 방문해 전남지역 지중해프로젝트 협의회 개최
-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대반동 수제선 정비,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등 지원 건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에게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성혁 해수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해수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김 시장 등 8개 시·군 단
체장이 참석해 지방 특색이 반영된 사업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시장이 지원을 요청한 목포시 현안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대반동 수제선 정비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등이
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48조원 규모의 서
남해안 일원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다.

목포신항 배후단지에서 해상풍력에 필요한 터빈·타워 등 기자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목포신항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시공하는 것을 사업의 골자로 시는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 3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대반동 수제선 정비는 해양경관 조망지로 각광받고 있는 대반동 해안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는 기
본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4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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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4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은 삽진·대양산단 및 수산식품수출단지 지원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고 대중국 등 수산물 수출과 유통 전진기지 어
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어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비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의 발전은 항만의 발전과 밀접하다. 현안사업이 원활하기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적시에 적절한 규모로 
지원돼야 한다”면서 “목포 발전의 지랫대가 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과 안민우 (27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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