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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팀 적극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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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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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질서·청결·나눔의 「뉴 목포사랑 시민운동」 추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15년 예산 40건, 32억원)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14~`17년, 공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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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717개 8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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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포 시정 수상내역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기반을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 실적
분양계약 체결 : 12개 기업, 514억원, 고용효과 594명

대양산단 (18.7%) : 10개, 488억원(183,117㎡)
세라믹산단(24.2%) : 2개, 26억원(9,568㎡)

투자MOU 체결 : 6개 기업 750억원, 고용효과 563명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공정률 90%)
목포국제축구센터 인근 1,550,759㎡(2,909억원, `16. 3월 완공 예정)
분양가 ㎡당 266,700원 / 최적의 도시근교형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15. 8월), 조성원가 확정 용역 추진(`16. 2월)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11. 1월~`16. 4월/L=2.5㎞, 442억원)

세라믹·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 입주(총 24실 중 24실 20개사 입주)
세라믹센터 성장·보육기업 산단분양 : 2개업체 70명 고용(투자규모 351억원)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쟁력 강화
17년만에 농업지원센터 개소 : `15. 6. 11(삼향동주민센터 2층)
유기질 퇴비지원 : 403농가 188백만원, 농자재 지원 : 93농가 10백만원
전남서부중소유통 물류센터 증축부지 확보 : 420㎡
정보화마을센터 공공요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 2개 마을 43백만원

중화권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조례 제정, 중화권 교류 협력 발전위원회 구성(`15. 6월~8월)
중국 랴오닝성 동강시 방문, 우호도시 협약 체결(`15. 5월)
동강시 대표단(보화실업그룹) 목포 방문,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15. 12월)

남진 야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남진 야시장 개장(`15. 12) : 자유시장 내 979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6개시장 17개사업, 417백만원

퇴직인력·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소액대출사업(7개시장, 175명, 2.8억원)

원도심 상가 활성화 보조금 지원(89개 업체, 4.7억원)
특화의 거리 및 도심재활성화 구역 내 신규 입주업체 등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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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발전기금 지원 : 융자 50개 업체 60억원, 이차보전 289건 3.6억원
행남자기 상동공장 이전 지원(`14~`16/18억원) : `14년 5억, `15년 2억
대양산단 분양 협의 및 계약 : `16. 1월(18억원 상당 필지)

목포항 특화 개발
신 항 : 5선석 완공에 이어 자동차 부두·석탄부두 2선석 준공
북 항 : 수산식품 지원센터 개소 및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추진,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및 활어선 접안 및 파제제
축조공사 등
내 항 : 대불철제부두 건설 및 국제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추진
남 항 : 관공선 부두 준공, 서해권 종합교육장 조성(`16년~)
삽진항 : 해상교통·레저중심 국가어항 지정, 전액 국비로 개발(`16년~)

국가SOC사업 박차로 목포권 발전 경주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82.5km) : `16년 국비 500억원 확보
호남고속철도(목포~송정간) KTX 건설(77.6km) : `16년 국비 1,600억원 확보
국도77호선(압해~화원)건설 :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 지속 건의

목포권 해양수산융·복합벨트 기반 인프라 조성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추진(`14~`18년)

북항배후단지, 부지 118,843㎡, 연면적 27,300㎡, 354억원
선어·새우젓 위판장, 냉동·냉장, 제빙·저빙, 가공공장, 직판장 등(공정률 5%)
설계용역 추진(`15. 3월 ~`16. 1월)

Sea Food Town 조성사업(`14~`16년)

산정동 해양수산복합센터 후면, 부지 9,900㎡, 연면적 11,569.45㎡
소매점(횟집), 일반음식점, 해수공급시설, 주차장 등(공정률 10%)
복합상가 착공(`15. 5월), 일반상가 준공 및 입주(`15. 8월)

해양수산복합센터 (2011년 완공 운영중)

산정동 위판동, 직판동 등 부지 21,8731㎡, 연면적 6,579㎡
수산물 경매·도소매·소비 등 One-Stop유통 및 관광자원 활용

수산식품지원센터 본격 운영 및 브랜드 개발

목포대표 수산물 브랜드 제품 및 기능성 수산식품 연구개발
젓갈 이용 기능성 조미료 및 액상소스 자체 연구개발 (`15.12월~`16년)
기업공동 개발과제 선정(`15. 12월) 및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16년)

고기능성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지원센터 개소 : `15. 6. 4
수산식품지원센터 중심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산물 브랜드화 및 제품 개발 추진(`15년 ~ `16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추진(`14~`17년, 483억원)
남항매립지(120천㎡·건축10,518㎡), 수장·연구동, 전시·교육동 등
건립부지 확보관련 환경부 협의 및 예산문제 협의 : `15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15개소, 6억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9개,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6개

직접 일자리 창출(5,105명)
사회적기업 35명, 사업체 통계조사 69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0명
공공근로 14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71명, 마을기업 52명
장애인복지일자리 384명, 장애인도우미 42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80명
노인일자리 1,883명, 노인돌보미바우처 131명

직업능력개발 훈련(6개 분야 795명)
조선해양전문기능인 양성 64명, 4.6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603명 2.6억원, 이주여성 교육훈련 18명 등
노인직업훈련센터 40명, 여성 직업 및 취·창업교실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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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직업훈련센터 40명, 여성 직업 및 취·창업교실 59명

청년인턴사업 지원(5개 기업 , 64백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54명, 54백만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신규 자매결연 체결 2회, 농산물직거래 장터 6회, 농촌일손돕기 21회 등

해양관광도시 건설 기반 구축

서남해안 체험·체류형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 추진(`15~`17년)
구 간 : 유달산 리라유치원 앞 ⇔ 마당바위(관운각) 인근 ⇔ 고하도 공생 재활원
연 장 : 총 3.36㎞ (해상 0.82, 육상 2.54)
시행방식 : 케이블카(민자유치), 주차장 등[토지(목포시), 조성(민자유치)]

시민, 사회·환경단체 간담회, 설명회 및 토론회, 공청회2회(`15. 2월~7월)
시민여론 75% 찬성(`15. 6월), 타당성 검토 및 용역(`15. 4월~8월)
민간사업자 전국 공모 및 선정(`15.12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 관광프로젝트 계획 수립(`15~`21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고하도권 : 해상레일바이크, 오토캠핑장, 청소년 야영장 건설
북항권 : 펜션, 별미촌, 리조트, 어린이 놀이시설
유달유원지권 : 유달해수욕장 복원, 대반동 해변가 관광 보행데크
유달산공원 : 둘레길, 인공폭포, 생태습지,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기존 삼학도 복원화, 도시재생, 북항 씨푸드사업, 근대역사문화사업 등 연계

목포 항구축제 성공적 개최(`15. 7. 24~ 7.28)
5일간 목포항·삼학도 일원‘신명나는 항구의 한 판’주제로 성황 개최

풍어 길놀이, 파시, 어선 퍼레이드, 각종 공연·체험 등 시민 참여형 축제

4년 연속 대한민국 유망축제 선정, 축제 콘텐츠 대상
방문객 448천명 : 지역경제 파급효과 314억원, 생산 파급효과 289억원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운영 : 180일, 422회, 52만명 관람
유달산 꽃축제·목포항구축제 차별화 및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시티투어 운영(주간 312회 4,989명, 야간 85회 2,199명)

목포 MICE 산업 유치(8회, 4,500명)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1천명), 국제지능시스템학회(6백명), 김대중평화캠프(6백명) 등
※ 1인 지역경제 유발효과 100천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후면세점 지역 운영(`15~`16년)
차없는 거리 일원, 편의시설 확충, 사후면세점 지정 및 홍보(1.8억)

220개 상가중 46개 지정, 43개 신청 : 지속 확대 추진
공용 와이파이망 구축, 상가 외국어표시 간판 설치, 외국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관광인프라 구축
고하도 유원지조성 :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설치 완료 (공공부문 공정률 79%)
목포진 역사공원 120년만에 복원 : 진입로 개선 및 객사 복원(`15.1월)
삼학도 복원화 사업 : 난영공원 산책로, 생태연못 조성완료(`15.10월)
외달도 유원지 조성 : 물양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15~`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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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달도 유원지 조성 : 물양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15~`16년)

다솜센터(특산품 판매장, 세미나 시설 등) 실시설계 완료(`15. 12월)

목포 9경 선정
기존 목포 8경을 시민 설문조사 및 심의를 거쳐 ‘목포9경’ 으로 선정
목포 9경 전국사진공모전 추진(`15. 12월 ~ `16. 11월)

1경 유달산 풍경 2경 목포대교 일몰 3경 갓바위
4경 춤추는 바다분수 5경 노적봉 6경 목포진
7경 삼학도 이난영 공원 8경 다도해 전경 9경 사랑의 섬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달리도(`14~`16, 19.3억원) :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조성 등 4개 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완료(`15.3월),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중(~`16년)

외달도(`12~`16, 25억원) : 어구보수·보관시설 확충 등 8개사업

외달도 주민역량강화교육, 달달합창단 운영, 다솜센터 건립 추진중

여가 및 힐링을 위한 도시 산림 문화공간 조성
유달산 둘레길 조성(`15년)

유달산 둘레길 6.3㎞(유달산휴게소~조각공원~어민동산~낙조대~아리랑고개)
쉼터 1개, 수목식재 253주, 꽃밭조성 5개소, 등의자, 안내판 등 편익시설

입암산 생태숲 조성(`14~`16년)

자연사박물관 뒤편 10ha 조성 (동백림, 화훼원, 생태연못 등), 14억
실시설계완 료 및 착공(`15. 11)

입암산~용라산 산맥연결(생태통로) 조성 (`15~`17년)

상동 1080외 1필지, L=100m, 생태통로 조성(36억)
실시설계용역(`15.7~`16. 5)

영산기맥 트레킹길 조성 (`15~`16년)

지적산~유달산 트레킹길 조성 15㎞, 사업비 6억
안내판 및 노면정비, 편익시설 9점, 수목식재, 라인마킹 등
실시설계용역(`15. 6월), 조성공사 착공(`15. 11월)

도시숲·명품 가로숲길 조성
도시숲 : 상동 경관 어울림숲 등 12개소(왕벚나무 외 22,42주 식재)
가로숲 : 옥암 가로숲길 등 9개소(느티나무 외 10,202주 식재)

‘맛의 고장 목포’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
「복산 먹거리」 특화거리 업소 20개 및 모범음식점 103개소 관리
한식 취급업소 음식문화개선 지도 140개소, 캠페인 등 29회 5,186명

시민이 함께하는 도심재생 확대

시민이 함께하는 도심재생 확대로 원·신도심간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14~`17년)
목원동 일원 600천㎡, 201.8억원(공정률 15%)
테마거리 조성,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육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센터 및 전담부서·추진단 구성, 지원센터장 임명 및 총괄코디 위촉
기반시설 사업 추진, 목원음식문화축제 및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개최(`15. 12월)

서남해안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 2,782세대, `16. 1월 준공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 `14~`17년, 도로개설, 계단보수, 벽화사업 등(공정률 20%)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15. 6월), 사업편입부지 보상(`15.10월)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 `08~`18년, 388,463㎡(서산·온금·금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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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온금지구 재개발 : `08~`18년, 388,463㎡(서산·온금·금화동),

제1구역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15.6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승인(`15.10월)

임성지구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15. 10월/전라남도)

개발계획(1,979㎡ / 2,384억원) 승인·고시(`15. 10. 2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도심관통도로개설(`08~`16년, 구 중앙시장~7호 광장, 공정률 30%)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14~`17년, L=260m, 공정률 20%)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12~`17년, L=197m, 공정률 25%)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개설 : 시내 13개소, L=1,312m(공정률 100%)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 사업 추진(2,086세대, 15억원)

목포 화장장 신축이전 및 목포추모공원 개장(`15. 12월)
옥암동 산36-20(115㎡) → 대양동 764-11(61,027㎡)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 개시

화장로 6기, 봉안당 5천기, 유택동산 등
※ 기존 화장장 철거 후 웰빙공원 조성 추진

목포 도축장 신축이전 완료(`15. 7월)
석현동 714번지(7,542㎡) → 대양동 산82-6번지(9,886㎡)
인근 7개 시군의 축산물 수급에 기여
※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서종합 개발(`08~`17년)
3개 도서(달리도, 율도, 외달도) 물양장 조성 등 26개 사업(169억원)
`15년 : 달리도 도로개설공사 완료, 율도1구 물양장 조성공사 완료, 외달도 물양장진입도로 개설 추진중(공정률 90%)

옥암동 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 변경 용역 추진
전체 196,793㎡중 131,100㎡(4만평) 변경 → 2만평 존치
입지수요 및 설문조사(`14. 11월 ~`15. 1월) : 개발 찬성 87%

옥암지구 택지매각
총 매각대상 : 816필지(1,181,051.3㎡), 559,481백만원
입지수요 및 설문조사(`14. 11월 ~`15. 1월) : 개발 찬성 87%

매각완료 : 806필지(966,471.8㎡/81.8%), 473,753백만원
잔여필지 : 10필지(214,579.5㎡/18.2%) 85,728백만원

하수처리효율 극대화 및 침수피해 사전 예방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10~`17, 저류조 V=1만㎥) 공정률70%
백련 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Q=2,115㎥/분)
남해배수펌프장 증설 완료(12만톤/hr → 24만톤/hr)
대양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13. 3월 착공)
북항 하수처리장 고도처리(`12~`17, Q=35,000㎥/일) 공정률10%
남악 하수처리장 증설(`13~`17, 1만㎥/일 증설) 공정률10%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 죽교동 북교초 ~ 순천당 약국간 등 9건
옥암지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완료 (펠리시티몰 ~ 한국아델리움)

D=300㎜, L=590m, 1.6억원

용궁배수지 전동밸브 6대, 전기시설 1식 설치 완료
몽탄정수장 여과지 밸브 교체 및 여과사 세척·보충
대형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 13개 항목

386개소(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옥내급수관)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용역 준공 : 연동 주민센터 주변 외 8개 구역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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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저감사업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15.12월 완공) 운영으로 폐기물 매립 최소화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플라스틱, 폐지 등 11개 품목 506톤, 116백만원)
화장장(`15. 11월) 및 ㈜오성식품 도축장(`15. 7월) 이전 완료

북항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 완료(생태복원)
목포해양경찰서 앞 매립지, 13,034㎡, 6.5억원
습지3개소 1,500㎡, 환경림 수목 식재, 원두막, 등의자 등 휴게 및 관찰시설
맹꽁이탐사단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내 초등생 300명)
※ 제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구축
기초수급자 생계·교육·해산·장제비 지원(15,526명, 261억원)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2,461세대, 33,060포 824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지급

수급자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 2,837명, 32억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요양비 : 345명, 1.7억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4,581명 1.4억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15회 권리구제 143세대 207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동 특화사업(2개동) : 유달동(Happy Drem 세탁방), 연동(사랑의 쌀 나눔)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추진(공모사업) : 30세대 44,837천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보험」 추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우정사업본부 연계

만원의 행복보험 : 595명, 나눔의 행복보험 : 441명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 3개사업, 1,025세대 178백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 1,000가구 225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 주소득자 사망, 가출, 중병, 화재, 실직 등 위기발생 가구

지원내용 : 9종(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전기요금 등)
2015년 1,174건 795백만원 지원 
※ 201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우수상) 
※「사랑의 밥차」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모 최우수기관 선

사회복지 인프라 운영 활성화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리모델링 : 1식 93,658천원

무대 교체, 흡음재 설치, 노후 음향기기 교체, 벽면도색 등

목련아파트 개보수 : 생활실 115호실, 172,500천원

저소득 미혼 근로여성 집단거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1개소 145,500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개소 : `15. 7월
청소년 쉼터운영 : 3개소 426,230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 42개소 3,817백만원(정원 1,168명)

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및 참여율 제고
자원봉사자 모집·등록 : 37,724명
분야별 봉사실적

교육분야

초·중·고 학생 소양교육 등 50회 2,500명

섬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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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 배달 주1회 (독거노인 50명 550회) 거동불편 어르신 노(老)-(老)케어서비스 : 20세대 800회

사랑나눔 분야

참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 106회 66,550명 지원(봉사자 5,910명)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 1,575명 4,990명 지원(봉사자 185명)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 45가구(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수선 등)

청소년분야

다문화·저소득가정 아동 학습지도 24회 54명 방문지도
찾아가는 파티플래너(지역아동센터 6개소) : 36회 120명/ 6개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5,260가구 9,742명 → 7,295가구 13,824명(38% 증가)

긴급복지 지원 : 주소득자 사망, 가출, 중병, 화재, 실직 등 위기발생 가구

지원내용 : 9종(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전기요금 등)
2015년 1,174건 795백만원 지원

모두가 잘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제공(1,896명, 39억원), 노인목욕 이·미용권 지급(17천명, 10억원)
기초연금지급(23,877명, 517억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50백만원, 100명)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176개소, 2,595명)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불소 도포 스케일링사업(251명)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298명, 30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450명, 7억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15명)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372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6가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118명),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5,212명, 73억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80대), 휠체어 충전기 설치(24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12대) 운영 :`15년 2대 증차

여성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 1,706세대 1,917백만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 2개소 167백만원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 72백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 : 초등 5학년 6개교(부영, 서부, 석현, 용호, 이로, 항도)
학교주변 위험환경 요소 개선 : 26건(우범지대, 불법주차, 가로등 없는 지역 등)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129개소 3,862명(학교, 통장단, 시민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개소 (346백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 966백만원
취업지원 401백만원, 여성 취·창업 박람회 1회 50백만원

아동복지

보육교사 소양교육 2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결의대회 1,500여명
어린이집 CCTV 설치 : 227개소 1,172대(366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228개소, 46,894백만원
양육수당 : 4,300명, 7,651백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10명, 5,352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 540명, 7,839백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 7개소, 128백만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 : 68개소

청소년복지

청소년 재외동포 교류 14개국 49명, 동아리 활동지원 10개 120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80명, 청소년축제·나눔콘서트 1회 10,000명
취약계층 청소년 학업, 자립, 건강 등 특별지원 : 14명, 9,38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4개 기관 260명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43개 사업 3,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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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복지

2015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15.7월) : 삼학도, 2,500여명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친정보내기 사업 : 2가정 8명(항공비 지원 등)
이주여성 취·창업 교육 18명, 결혼이민자 멘토링 10회 20팀
다문화 및 탈북가정 아동 1:1맞춤형 학습 지원 : 주1회 총 35주간 10명
한국어교육 7과정 4,266명 수료, 통번역 지원 1,176건
자녀언어지도 연1,167명, 인터넷 사용료 지원 2,089세대
결혼이주 여성 정착지원 : 테마교육, 정착지원 등 1,774명
방문교육 3,255명, 가족생활 지도 100명 교육

올바른 의약환경 조성 및 비상진료체계 구축
메르스 선별진료소 5개소 운영 등 응급시 비상진료 체계 구축
자동제세동기 설치 : 44개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교육 4천명 실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4,978가구,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 22,572건
국가암검진19,326명, 암의료비388명,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200,594건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20명,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9개소 
※ 201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수상

행복한 문화·스포츠·예술 향유와 교육 경쟁력 강화

시민이 행복한 문화·스포츠·예술 향유와 교육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교육발전지원 2차 5개년계획 추진(5개 분야, 25개 사업, 130억원)

학업성취도, 교육복지, 인성·문화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시설 개선사업

학교별 교육특화프로그램 지원 : 15개교 45백만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392명 325백만원
친환경 학급 무상급식 지원 등 : 394개소 77,761명 93.3억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영어도서관 건립공사 완료(`12. 6월 ~`15. 12월), 지상2층 건축935㎡
시립도서관(지하1~지상4), 도서보유 309,935권, 이용 연인원 48만명
어린이도서관(지하1~지상3), 도서보유 53,159권, 이용 연인원 39만명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지상2층), 전시자료 4,990점 , 관람 연인원 14만명
작은 도서관 확충(기존 9개동 11개소 → 12개동 14개소)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 23개동 183개 프로그램, 50,000명
찾아가는 경로대학 운영 : 10개 대학, 2,500명 참여
성인문해교실 운영 : 11개 동 주민센터 220명, 12개 기관 710명
시민아카데미 강좌 개최 : 12회, 45,000명 참여
장애인, 다문화가족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2개 기관 60명 참여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 3개소 6개 프로그램, 720명 참여
도서관 , 과학관, 박물관 등 평생교육 : 131개 프로그램, 5,700명 참여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 : 8회 2,412명(5개소)
정보화마을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아카데미, 워크숍 지원

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권 증대
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 : 6개 단체 47회 공연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연극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원
정기공연 10회, 찾아가는 공연 25회, 기획공연 12회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 46개 단체 67개 사업, 667백만원 지원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문화체육센터
(http://www.mokpo.go.kr)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문화체육센터

기획전시 3회, 기획공연 15회, 2만명 관람(뮤지컬, 음악, 무용, 연극)
※ 2015년 문화예술회관상(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목포문학관

제7회 목포문학상 공모 : 406명 1,239편 작품 응모(`15. 5월~12월)
시낭송, 문예대학, 어린이문학교실, 김우진 문학제, 박화성 백일장 대회 등 개최

자연사박물관

토요자연사 및 해양과학교실 운영 : 142회 2,230명 참여
도자기체험프로그램 6천명, 해양과학문화캠프 3회 240명 참여
청소년문화체험 : 이동전시 6회 8,500명, 탐방 45회 3천명, 특별전 1회 6천명

노적봉예술공원

대한민국예술원 위원 작품 25점 상설 전시 및 종합홍보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공동주최 ‘엄마의 삶’ 특별기획전(`15. 7월~9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교류전(`15.10월) 및 향토작가 기획전(`15. 11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15~`16년)
목포천주교 구교구청외 2개소, 16.5억원 (공정률 20%)

목포근대역사관 1~2관 개보수 실시(`15~`18년)
구) 일본영사관 석축보강공사 및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내·외부 보수공사
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전시시설 개보수(`16~`18, 16억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팀 적극유치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 12개 종목 연인원 108천명(지역경제효과 80억원)
목포야구장 건립(대양동, 99m×122m) :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15. 12월)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15. 11월 착공) : 지상1층 450㎡, 80명 수용
부주산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 `15년까지 9면 교체 완료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88수영장 시설보강(건축, 전기, 기계 등)
부주산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1동 설치완료(35㎡)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 1,878명, 131백만원
학교체육 운동부 육성 지원 : 20개교 12종목 337명, 136백만원

스포츠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5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42년만에 종합우승 : 21개종목 362명 출전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 21개종목 180명 출전
목포시청 축구단 창단 6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인천국제공항 2015 내셔널리그)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 : 9개소, 연 84천명
각종 주요 스포츠대회 개최실적

2015 다도해국제요트대회 : 5개국 40개 팀, 400여명
2015 목포국제파워보트대회 : 5개국 3,000여명
2015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 15개국 24종목 700여명
2015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 14개 시도 3,072명
2015 전국유청소년 축구 목포시 I-리그(연6회) : 3,600여명
제3회 6.15공동선언기념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 : 28개팀 1,000여명
2015 꽃피는 유달산축제 전국배드민턴대회 : 3,500여명

소통행정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에 주력했습니다.

열린시정 소통행정 추진
23개 동 주민센터 2,700명, 경로당 방문 179개소, 섬 지역방문 1회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0명, 2회,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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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질서·청결·나눔의 「뉴 목포사랑 시민운동」 추진
시민운동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 : 1회, 500명
동 주민센터 별 관내 청결활동 실시 : 3회 1,320명 참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15년 예산 40건, 32억원)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14~`17년, 공정률 20%)
4개 시군(목포, 무안, 영암, 신안) 13개 노선 109km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
시정소식지(분기1회) 5,600부, 전광판 홍보 60건, 시정뉴스 월2회
버스안내정보단말기 24회 송출, 대도시권 목포 홍보 4개소

도로명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717개 84백만원)

범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 운동 전개
재난훈련 2회, 시민강좌 2회, 심폐소생술 시연 및 소화기 사용 교육 4회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7,200명,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 2회

신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완료(`13~`15년)
상동 목포스포츠~선응사(L=155m, 25억), 공사 완료

불법 주정차 이동형 단속카메라 설치(1대 30백만원)
고정용 9대, 이동형 2대 기 운영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1,400대 39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13개소 29대)
초등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 유괴 등 어린이대상 강력범죄 예방

소규모 동네 임시 주차장 조성(4개소 47면)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한지를 정비 주거환경 개선

'4년까지 40개소 조성, '15년 4개소 : 원도심 3개소, 신도심 1개소

2015년 목포 시정 수상내역

총 30개분야, 상사업비 6억원 수상

수상내용 수여기관명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부문 2년 연속 대상 보건복지부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종합평가」최우수상(전남1위)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상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최우수기관 선정(전국1위) 행정자치부

「목포항구축제」2015~2016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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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2015 지역발전사업평가」우수지자체 선정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2015 지역발전사업평가」우수지자체 선정(지역행복생활권협력)
-취약지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국민통합우수사례「사랑의 밥차」최우수상 수상(전국2위)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자연환경대상공모전「북항 맹꽁이대체서식지 조성」우수상 환경부

「201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최우수등급 선정 여성가족부

목포어린이도서관 2015년도「 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선정 여성가족부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장「공약실천 계획평가」SA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5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복지행정상 전달체계개편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전국보건교육경영대회 : 단체 역할극 금상 및 개인교육경영 동상 보건복지부

제8회 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계 시상식 문예회관 부분 대상(장관상)
-전국217개 문예회관중 1개 단체 시상

문화체육관광부

「나눔숲조성사업지 관리평가」우수상 선정 산림청 녹색사업단

「목포항구축제」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한국축제콘텐츠협회

2015년「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최우수상 전라남도

2015년「지역경제활성화 평가」우수상(2위) 전라남도

「2015 전라남도 투자유치」특별상 전라남도

2015년「민방위역점시책 우수기관 표창」장려상 전라남도

2015년 전라남도 규제개혁 추진평가 우수상(2위) 전라남도

2015년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목포시 종합우승 전라남도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목포시 종합우승 전라남도

수상내용 수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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