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3시 49분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목차

목차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 확충

2020 주요업무계획
(1) 철도·도로망 구축
미개통 구간 연결 및 고속화
국도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건설 착수(~‘28.)

(2) 항만 경쟁력 제고
국가계획(제4차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진입도로 개설로 항만 접근성 제고
물양장의 효율적인 기능배치 및 확대

(3) 원도심의 변화 가시화 및 주민참여 확대
1897 개항문화거리 재생사업
보리마당 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새뜰마을 사업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문화역사자원의 보존 및 활용 강화
근대역사 및 개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확대

(4) 쾌적한 도시 여건 강화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2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 대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민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용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강화

(5)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강화
자연재난 예방책 강화 및 안전사고 위험시설 집중관리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중점 관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22.)
안정적인 물 공급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 강화



2020 주요업무계획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열람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받기  e-book 보기

(1) 철도·도로망 구축

미개통 구간 연결 및 고속화
남해안철도(보성~목포, L=82.5km) 단선철도 건설과 전철화 동시 진행(~‘23.)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L=44.1km) 착공 예정(~‘25.)
서해안철도 구축사업(목포~군산, L=141.4km) 국가계획 반영 추진

국도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건설 착수(~‘28.)
압해~율도(L=740m), 율도~달리도(L=1.39km)구간 해상교량 연결
달리도~화원(3km) 해저터널 건설

(2) 항만 경쟁력 제고

국가계획(제4차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5만톤급 1선석), 크루즈전용부두 (10만톤급 1선석), 해상풍력지원부두(3만톤급 1선석) 및 배후단
지(26만㎡) 조성
구.수협부지 국제 카페리부두(3만톤급 2선석),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34만㎡)

진입도로 개설로 항만 접근성 제고
수협 및 서해어업관리단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북항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L=910m)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용당~신항교) 개설(~‘24.L=1.8km)

물양장의 효율적인 기능배치 및 확대
동명동 물양장 정비(~‘21.)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워터프론트로 기능 재정비 및 친수관광벨트 형성

북항 어선 물양장 시설 확충(~‘25.)

호안시설 확대(413m→658m) 및 방파제(563m)신설로 부족한 물양장 신규 확보

(3) 원도심의 변화 가시화 및 주민참여 확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천만 관광도시 실현과 도시브랜드 강화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재 양성

일상이 변화하는 행복 복지 확대 시민의 공감을 높이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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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개항문화거리 재생사업
목포진 역사공원 확충(~‘20.), 개항거리(L=1.05km) 가로조성 사업(~‘21.)어울림 플랫폼 및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신축(~‘21.)
걷기 좋은 공간으로 전면 개선(‘20.상반기)

(간판개선) 청춘로(오거리~평화선구점, 282개소) 일원 간판 디자인 마련 및 개선
(한전 지중화) 번화로(개항·목향·젊음의 거리 총 1.7km) 전선주 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근대역사관 일원 보행길 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보리마당 재생사업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20.) 공영주차장 신설(~’20. 47면), 청년문화 예술인 예술촌(창작·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21.), 기능복합 임대주택(100세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종합정비계획 등 시범사업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20.)
점·선 중심으로 공간 정비 및 근대건축과 거리경관 복원(~‘22.)

새뜰마을 사업
(동명동)송도마을 안길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 주민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20.)
(유달동)대반마을 골목길 확장 및 주차공간 조성, 도시가스공급 및 주택정비(~‘22.)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2~4개소) 추진 및 지역거버넌스 구축

문화역사자원의 보존 및 활용 강화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20.11.), 아카이브 및 정밀실측 실시 등
도 지정기념물(제174호) 근대역사관2관의 원형복원 및 전시시설 및 콘텐츠 보강

근대역사 및 개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확대
문화재 야행

개최일정 및 지역 조정 (북교동-5월, 근대역사문화공간-9월)
문화재와 재즈·블루스 등 근대음악 접목 공연 기획, 목포의 맛(9味)과 어우러진 아이템 개발

생생문화재

시민참여형 ‘옥단이’ 거리극, 개항장시간여행 프로그램 운영(4~11월)

(4) 쾌적한 도시 여건 강화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21.)
도로 및 녹지공간 재조정으로 보행편의 확대 및 주차공간 확충(370면)
효과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서남권 최대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재창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 대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등) 단계별 집행계획 마련)
일몰대상(총 14개소)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20.1.)

시민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택시방범등에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적용하여 택시이미지 제고(1,518대)
콜택시 통합 모바일앱 구축, 신속하고 편리한 배차서비스 제공(6월중)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안전운전 및 승객서비스 향상 도모 (3월 개소)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용
(수집구간) 고하대로, 통일대로, 백년대로, 영산로, 근대역사문화 공간 등 11개소
교통량 수집시스템(VDS)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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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정체 관리 및 신호체계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강화
시·청각장애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3대, 3월부터 운영)
대중교통 취약지 ‘공공형 버스’ 확대 운영

‘19.소형버스 4대,3개 노선 운행 → ‘20. 율도·달리도 마을버스 2개 노선 추가

(5)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강화

자연재난 예방책 강화 및 안전사고 위험시설 집중관리
일상생활 주변 폭염저감 인프라(그늘막, 무더위쉼터, 쿨링포그 등) 보강
기상관측장비(적설계)를 확충하여 겨울철 재난 대응능력 제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4월), 시특법 시설물(1~3종) 정기 점검, 석현동 절개지 정비 등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중점 관리
안전관련 직업군 대상 맞춤형 교육인 안전문화 아카데미 강좌 신설(연2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4일), 어린이보호구역 노랑풍선달기운동 전개(3월,9월)
안전사각지대 CCTV 확충(50개소) 및 24시간 모니터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실시간 운영(2개소),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16,000여명)
전기차 보급(6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28대),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1,200여대), LNG 버스교체지원(10대) 등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22.)
산단 일원 등 공기정화기능이 뛰어난 느티나무 등 20종 식주(25,000주)

안정적인 물 공급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 강화
도서지역(율도·달리도·외달도) 해저관로 매설(~‘21.), 상수도현대화사업(~’23.)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스마트미터·원격단말기) 구축하여 우수율 향상 및 경영개선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 및 재사용(23개 동, 아파트단지 등 50개소)
농촌지역(삼향·유달동)의 토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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