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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참여 확대

소통하며 경청하는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
2020 시민과의 대화 개최(상반기, 권역별)

동 현안 사업 청취 및 주민 건의사항 등 경청하는 대화의 장 마련

섬 지역 소통의 날 운영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소통(11월, 달리도)
지역 주민들의 수요 파악을 통해 의료상담·환경정비 등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

제58회 시민의 날 개최(9월중)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목포의 희망과 비전 공유·확산

시정 참여기회 확대
시민청원시스템(시 홈페이지) 운영

청원신청(시민 누구나)→적정성 검토→청원지지(30일 내 500명이상 추천)→청원 성립
불합리한 제도, 주요정책 및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 건의 및 개선 요구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 운영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 역할 수행(‘19.12.3기 위원회 구성 30명)

목포사랑운동(친절·질서·청결·나눔 실천운동) 추진 체계 강화
천만 관광객 대비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운동 정착 지원 및 지속 전개

사회단체 분야별 역할분담제 운영(14개단체), 위생업소 매칭을 통한 책임관리제 실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 및 사회단체 릴레이캠페인 실시(매월)

방송사 스팟광고 및 공익광고, UCC공모 당선작 등 동영상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확대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4대 실천사항 모니터단 운영(SNS기자단 20명, 명예주부기자 등)
방문객 대상 ‘목포가 좋다’ SNS 칭찬사례 확산 추진, 시립연극단의 친절홍보 상황극 실시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생활밀착형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20. 52건 33억 반영)
예산교육 및 각 동 지역회의(3~4월), 분과위원회 및 시민위원회(7~8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활성화 (정부·전남도 공모 대응)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시정발전 도모
*‘17년 목포인스빌 행복공동체(행안부), 반딧불 벽화봉사단(전남도)
*‘18년 연산꽃마당, 상동3행복마을만들기(전남도), ’19.아름드리삼학마을 등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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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 확충 일상이 변화하는 행복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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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적극적인 행정 운영

강화된 청렴시책 지속 추진
청렴해피콜 실시 및 청렴엽서·문자 발송 등 부패발생 취약분야 적발체계 강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방송·전화친절도평가 등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주요 행 · 재정 정보의 상시 공개 확대
사전정보공표 자료 발굴·확대(415건→600건이상), 원문정보 공개율상향(56% 목표)
시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스마트행정 강화, 개별공시지가365 열린창구(시홈페이지) 신설

공모사업 적극 대응 및 국고건의사업 지속 발굴
공모사업 동향 공유(수시),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수립, 컨설팅 및 설명회 참여
정부예산순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활동 전개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 지방재정 개선 노력
회계실무교육(연2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집중관리, 예산낭비 방지 위한 계약심사 강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공무원대상 혁신역량강화 교육 확대, 적극행정 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조례제정.‘20.)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업무 관련 민 · 형사 소송방어 비용 및 손해배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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