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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생활행정
2013년 주요 시정성과 수상내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마련

목포 백년대계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오고 있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박차
목포축구센터 인근 1,562,000㎡(2,909억원, ‘13. 2월 본격 착공)
포스코건설 등 특수목적법인 목포대양산단(주) 설립
보상협의 완료(‘13. 11월), 공정율 15%(’13. 12월현재), 분양공고 예정(‘14. 5월)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390억원, L=1,334m, 공정율 50%)

세라믹·신재생에너지·고기능성 수산식품산업 육성
세라믹산단 조성 마무리('09～'14. 1월, 116,455㎡, 215억원) : 파인세라믹 집중육성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활성화(특허등록 2건, 시제품 제작지원 : 5건, 기업지원 13건, 공동연구개발 5건, 수탁과제 수행 및 자립
화 12건)
＊(재)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명칭 변경(전남도 비교우위 기술력 접목)
해상풍력 배후단지 목포신항 유치(중앙정부·전남도 연계 및 관련기업 MOU 체결)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전남도 수산물 안정성센터 기능 수행
수산식품지원센터 개소 대비 최첨단 장비구입 및 인력채용 마무리(‘14. 2월)

서남권 거점 마리나항만 조성 기반 마련
목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13. 5월
(총 1,020척 규모, 4,469억원, 1~3단계별 구축예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최종확정(‘13. 12월 타당성 조사 통과)
남항매립지(120,000㎡, 473억원), 수장연구동, 전시시설, 생태습지 등
신속한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지반안정화 작업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투자촉진지구 4개소(대양산단, 세라믹산단, 고하도, 북항지구) : 50.08㎢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남도 연계 지속 노력(국토교통부)

2013년도 투자유치 실적 : 16개기업, 고용 104명, 63억원(MOU 포함)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인턴 프로젝트
발전자금 지원(59개업체, 112억원)

2021년 시정성과 2020년 시정성과 2019년 시정성과 2018년 시정성과 2017년 시정성과

2016년 시정성과 2015년 시정성과 2014년 시정성과 2012년 시정성과

2011년 시정성과

열린행정 > 시정방침과시책 > 2021 시정성과 > 2013년 시정성과2013년 시정성과

2013년 시정성과

(http://www.mokpo.go.kr)

/www/open_administration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3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21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20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9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8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7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6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5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4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3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2
/www/open_administration/municipal/result/2011


발전자금 지원(59개업체, 112억원)
※지금까지 지원내역 : 융자(838억원), 이차보전(30억원), 인턴채용 : 7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17억원)
종합수산시장·항동시장 아케이드(110m), 신중앙시장 상·하수도공사 등
퇴직인력·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소액대출사업(7개시장, 350명, 8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13개소, 7억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6개,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7개

취약계층 재정일자리 지원(420명, 17억원)
8개월, 공공근로 14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80명

원도심 상가 활성화 보조금 지원(112개업체, 6.5억원)

국제적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

국제적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위상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 연관효과 흡인
참가자(11팀 3천명)와 관람객(16만명, 외국인 12천명) 75% 이상 목포 숙박

특색있고 참신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운영 : 208일 493회 58만명 관람
* 각종 이벤트 소개 : 950건, 음악연출 78곡, 영상연출 32곡
유달산 꽃축제·해양문화축제 차별화 및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영산강 황포돛배 목포호 운항(6,000명), 시티투어 운영(285회 5,670명)
게스트하우스 운영 활성화, 힐링 탐방로 고하도 용오름길 조성(5.6km)
우리나라 최초 육지면 발상지 목화밭 체험장 조성(2,312㎡)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MICE 관광 활성화(7회, 25,600명)
삼학도 수로길 활용 카누체험(1.5km, 4,000명)

관광인프라 확충

서관광인프라 확충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 : 산형태 복원 및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공정율 70%)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13. 6. 15) : 삼학도, 15,600㎡, 200억원
어린이 바다과학관 개관(‘13. 2. 5) : 삼학도, 7,130㎡, 117억원
고하도 유원지개발 : 진입도로 2.9㎞ 완료 및 6차분 1.9㎞ 추가 개설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해수풀장 보수 · 보강
근대문화유산활용 예술벨트 : 박화성 선생 집필지 「세한루터」복원(391㎡)
구)일본영사관 근대역사관 개관 준비 :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마무리
만호진 복원 조성 : 진입로 개선공사 완료, 본공사 발주(‘13. 12월)

동북아 항만·해양 · 물류 허브도시 개발

동북아 항만·해양 · 물류 허브도시로 지역경제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포항 특화 개발사업 (http://www.mokpo.go.kr)



목포항 특화 개발사업
신항 : 5선석 완공에 이어 자동차 부두 · 석탄부두 2선석 조성 박차(‘14년말 완공)
북항 : 해양수산 복합센터 활성화 및 수산식품 지원센터 개소 준비,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기반 마련, 씨푸드타운 조성
박차 등
내항 : 여객 및 요트마리나 중심 거점항만 용역 기본계획 수립
남항 : 해양레저단지 조성 및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확정

목포권 발전 3대 SOC 사업 총력 경주
목포~보성간 복선화 철도건설(82.5km) : 서남권 7개 시장 · 군수 재개촉구 건의문 제출, 남해안 고속철도 국회의원 모임 창립
등 지속 노력
국도 77호선(압해~화원) 건설 : 중앙정부 및 전남도 등에 지속 건의
광주~(무안공항)~송정간 KTX 건설 : 전남도와 연계 국토교통부 지속 설득

정기 컨테이너선 신규항로 개설(남성해운, ‘13. 3. 12 ~ )
중국(텐진, 다렌, 칭다오)⇔목포신항⇔일본(니카타, 토마코마이, 쿠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완료(L=1,050m, B=10~20m)
트윈스타 기능향상 도심 관통도로 개설(555m) 보상 협의 진행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 추진

도심 활력증진 및 원·신도심간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화 개발 촉진
트윈스타 건립 : ‘13. 12월현재, 지상 31층 골조공사 마무리(공정율 65%)
산정동 가톨릭성지 조성사업 : 나눔봉사기념관 건립확정(102억원)

도심 재창조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 1,391세대, ‘13. 1. 22 착공
용해2지구 택지개발 완료 : 790세대 국민임대A 입주중, ‘13. 11월 준공
백련지구 개발 : 토지보상 마무리, ‘13. 10. 31착공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국비15억원 확보, 제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등 개발 탄력
임성지구 택지개발 : 도시개발 구역지정 고시(‘13. 10월), 개발계획(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 실시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 사업추진(38개구간, 1,055세대, 9억원)
상점가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토지 5필지, 지장물 4동 철거)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완벽한 하수처리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완벽한 하수처리체계 구축으로 더욱 살기좋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동목포공원 마을안길 조성 및 보행자 전용도로 확장 640m, 송림공원 220m 등)
양을산 산림욕장 개장(16ha, 20억원, ‘13. 5월준공)
친환경 쌈지공원 조성(2,200㎡) : 갓바위터널 입구외 2개소
가로변 녹지조성(3,750㎡) : 신안비치호텔 옆 외 4개소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27.1km, 1,966주) : 신항만 입구외 4개소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1,800천본) : 시가지 화단 15개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통일대로 1km), 기존 11km 유지 보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http://www.mokpo.go.kr)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대양배수지 증설 완료(’11~‘13. 5, 31억원) : 3,500㎥ → 7,000㎥
노후수도관 교체공사(2.2km, 11억원)
외달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취 ·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1.7km) :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용역(연산 주공A 주변외 9개구역, 113km, 2.5억원) 
*유수율 : 68.8%(2005년) → 75.3%(2013년)

하수처리효율 극대화 및 침수피해 사전 예방
용당배수펌프장 신설 : 6기 완료(‘13. 5월)
3단계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완료(19.3km, 324억원)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저류조) 추진(‘13. 4월 공사착공)
백련 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Q=2,070㎥/분)
남해배수펌프장 개선복구 공사 박차(유수지 준설, 전기실 완료)
대양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13. 3월 공사착공)
북항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Q=35,000㎥/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저감사업
환경에너지센터(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박차(387억원, 공정율 75%)
온실가스 감축활동(탄소포인트제) 추진 : 10,400세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종량제 본격시행(17,391톤, 5.8%감소)
㈜오성식품 도축장, ㈜삼양사 사료공장 이전 추진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750톤), 녹색장터 운영(10개단체, 500명)

수준높은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수준높은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기념 시립예술단 합동 창작공연(‘13. 6월)
기획공연(8편), 제5회 목포문학상 공모(6개분야)

스포츠 인프라구축 및 역량 강화
목포 다목적체육관 완공(‘13. 5월 개장,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종목 전용구장)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 센터 운영 활성화(난이도 4면, 스피드 2면)
* 제2회 IFSC 클라이밍 월드컵 국제대회 개최(‘13. 10월, 29개국, 1,200명)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10개팀 66,370명, 경제효과 35억원)
각종 주요 스포츠 대회 개최실적
*2013 전국 유 · 청소년 축구대회(I-리그) : 30개클럽 576명
*2013 목포국제초청 육상투척대회 : 10개국 650명
*2013 그린전남 목포국제파워보트대회 : 9개국 2,000명
스포츠강좌 바우처사업(49개소, 1,750명, 1.2억원)

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시책 추진

서남권 제일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지원 2차 5개년계획 추진(5개분야, 23개사업, 54억원)
학업성취도, 교육복지, 인성·문화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시설 개선사업
2014학년도 수능만점자중 자연계열 전국수석 쾌거 등 명품인재 배출

명품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청각 영어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30억, ‘14. 2월 착공예정)
청소년 수련관 시설현대화 사업(동아리 활동실 증축 및 본관 외벽 단열,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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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관 시설현대화 사업(동아리 활동실 증축 및 본관 외벽 단열, 9억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체험마을 운영 활성화(8억, 19,500명)
어린이도서관 누수방지 보수공사(‘13. 5월), 작은 도서관 확충(9개소→11개소)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건강한 인재육성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60억원)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량 확대 추진 : 17농가→23농가
각급학교 친환경 식자재 공급 활성화(335개소, 53,000명, 70개 품목)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47개소, 28,230명, 연 190일 제공)
저소득 아동 대학생 멘토링 지원(멘티 180명, 멘토 40명)

안전한 학교만들기 총력경주
학교폭력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회, 16명)
공직자 학교담당관제 지정운영(월 1회, 초·중·고 62개교 186명)
학교보안관 배치(77명), 목포학생 생활지원단(변호사 등 전문가 18명) 운영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시책 추진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10대시책 추진
기초수급자 대상 확대(302세대 578명)
주거취약자 해소(희망하우스 3동 4세대, 집수리 24세대)
전기, 수도료 등 체납지원(26세대, 12,137천원)
연료(가스, 연탄) 빈곤세대 해소(533가구)
의료혜택 미수혜자 해소(경로당 주치의제 242개소 2,921명, 특별의료비 10,802가구)
식생활 곤란세대 해소(결식아동 지원 2, 350명, 결식노인 지원 750명/일)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13. 6. 5) : 매주 1회(화요일), 12,000명 이용
구조적으로 어려운 위기가정 관리(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끈 이어주기, 저소득 조손가정 학습지도, 지
역아동센터 지원 등)
장애인 빈곤세대 자활대책 마련(장애인 일자리 252명, 직업재활 160명)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수립 시행(돌봄기본서비스 1,105명, 센서 활용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50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공공일자리 655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단 구성(‘13. 3. 26, 단장 : 부시장외 66명)
좋은 이웃들 위촉 · 운영(‘13. 3. 26, 통장 등 250명, 복지사각지대 해소창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창구 운영실적 : 3,944세대 7,104명, 2억원 후원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260명, 430건 통합사례관리 추진, 간담회 16회

서민생활안정 8대시책 추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발굴 육성(사회적기업 13개소, 협동조합 6개소)
목욕 · 이미용 · 음식료 집중관리(착한가격업소 8→30개소, 물가안정 캠페인 3회)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확대(375건, 8.5억원, 이자율 하향 지속요구)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확대(41개업체, 80억원 융자, 지원대상 업종 확대)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밀착구제(26회 2,600명 예방교육, 3,000건 전화상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학교보안관 17개교 30명, 대학생 멘토링 41명)
시민건강을 위한 불량식품 척결(유통식품 지도단속 53개소 정기 지도단속)
대부업체 악성 고리사채 근절(지도단속 8회 39개소, 국민행복기금 이용안내)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시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완료(구조물 보수보강, 냉난방 위생시설 교체 등)
경로당 시설확충(신축 3개소, 부지매입 2개소)
서남권 종합장사시설 건립(대양동 일원, 61,027㎡, 330억원) - ’13. 10월 공공부문 공사 착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확대
기초수급자 생계 · 주거·교육·해산·장제비 지원(6,459세대 292억원)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41,022세대 11억원), 의료급여 지원(6,168세대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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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41,022세대 11억원), 의료급여 지원(6,168세대 31억원)
목포복지재단 복지수혜 지원사업(3,541세대 1.2억원)
긴급지원사업(620명, 6억원) : 의료 280명, 생계 300명, 기타 40명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260명, 430건 통합사례관리 추진, 간담회 16회
희망복지콜센터 운영(1,700건)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일자리 제공(2,200명 28억원), 노인목욕 이 · 미용권지급(22천명, 3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22,000명, 233억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50백만원, 100명)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170개소 2,729명)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251명)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280명), 장애아동 재활치료(38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15명)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223명)
장애인주택개조사업(7가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49명),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28명)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8대→10대) 증차

아동 · 청소년 지원확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51,132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4개소, 3,600명),지역아동센터 확대 설치(40개소→42개소), 드림스타
트 아동통합보호 서비스 확대(상 · 용해 · 하당동→23개동 전역)
아동급식 지원(2,300명, 15억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167명), 어린이 안전 CCTV 설치(19개소, 38대)
서남권 청소년축제(10,000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2개소, 80명)

여성 · 다문화가정 지원과 쾌적한 보육 환경조성
여성복지시설 운영(11개소),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회, 명), 다문화가정 지원확대(10개사업, 5억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목
포 순회공연(‘13. 8월, 600명)
시간연장형 보육시설(53개소), 영�유아 보육료 지원(220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4개소),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68억원) 등

시민 눈높이 생활행정

주민불편 최소화·시민 눈높이 생활행정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25개 노선, 50.2km, BIT 43대, 버스단말기 174대)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 확정(1.8㎞, 소음 및 안전문제 해소)
신흥동 절개지(재해위험지구) 보강토옹벽 설치완료(155m)
안전문화운동 목포시협의회(44명) 출범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7개소, 71면)
전국 최초 안전전담 총괄부서 설치(시민안전 최우선- 안전행정과)
도시미관 저해 빈집 철거(철거 10동, 정비 5동)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나눔행사(1,356명/4,440점)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128명, 552필지, 717,234㎡)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366세대)
동 주민센터 인프라 확충(연동․부주동 개청, 용당2동 부지매입 등)

2013년 주요 시정성과 수상내역

수상내역 수여기관명

공공복지 정책비전(복지 내 손안에 있소이다) 대상 보건복지부

목포시 의료원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http://www.mokpo.go.kr)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2013년 재정집행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안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감 최우수기관 선정 안정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목포해양문화축제 2년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국가권익위원회

양성평등 추진상황 평가 장려상 수상 전라남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2013년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수상내역 수여기관명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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