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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작성일 2021.09.23 11:13 등록자 공보과 조회수 265

 2.목포시,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125 hit/ 16.48 MB 다운로드

- 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5백만원 수상

목포시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평가 기초자치단체 그룹
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바람직한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행정기
관을 발굴·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심사는 기관단위별로 분류해 중앙·광역·교육청 그룹, 기초자치단체 그룹, 소방청·경찰청 그룹으로 진행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
성된 심사단은 서면심사, 현지실사, 대면심사 등 총 3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기관(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을 선정
했고, 시상식은 오는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목포시와 목포시노조는 상생·화합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상시적인 대화창구 운영,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정
책 추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코로나19 방역태세 선재 대응 및 나눔 실천 등 조합원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
가받았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행사’, ‘베스트&워스트 간부공무원 선정’, ‘시의원 갑질행위 중단촉구 릴레이 투쟁’, ‘조합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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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행사’, ‘베스트&워스트 간부공무원 선정’, ‘시의원 갑질행위 중단촉구 릴레이 투쟁’, ‘조합원의 조
합비 경감’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김정진 목포시지부장은“국무총리 표창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포시의 협력과 전 조합원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다. 이를 
발판삼아 더욱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이번 수상은 목포시와 목포시지부가 상생·화합의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과 김동현(27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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