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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선제적․예방적 재난재해 예방대책 전개
식품위해사고 예방 및 위생접객업소 관리 강화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익사업 추진

2016년 목포 시정 수상내역



활력있는 경제기반 구축

기업하기 좋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를 실현하였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준공(‘16. 5. 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16. 9. 9)
대양산단 진입도로(L=2.5km, 442억원) 개통(‘16. 4. 25)

국내외 견실한 우수기업 유치
대양산단 투자기업 유치(23개 업체, 748억, 25% 분양)
세라믹산단 투자기업 유치(5개 업체, 59억원, 27% 분양)

중소형 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 유치(‘16. 11, 180억원)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기반 구축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국립 김 산업 연구소 건립,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 용역완료
전남 해양 수산과학원 목포 분원 유치(‘16. 12)
Sea Food Town 준공(‘16. 6) 및 목포대표 수산물 브랜드 개발

목포항 국제 항만․물류 허브도시 기반 조성?
내 항 : 호안정비 및 동명동 재해방지 연안정비,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삼학부두 국제여객선 터미널 건립 용역(국비 3억
원 확보)
북 항 :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국비 9.2억원 확보)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국비 84.7억원 확보)
신 항 : 신항 3만톤급 자동차부두 1선석 추가 완공 및 목포국제자동차 부두 개장 신항2단계 배후부지 조성(국비 120.3억원 확
보)
대불항 : 목포항 대불철재 부두 건설(국비 93.1억원 확보)

국제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중국 : 랴오닝성 동강시, 장쑤성 롄윈강시

경제무역 협약 체결 및 항만 교류 협의('16. 6)

몽골 : 울란바타르시와 업무 협약 체결('16. 9)
일본 : 오사카항 포트세일즈 및 대양산단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16. 1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15~‘18, 360억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 186개 사업, 7,684명, 150억원
직접 일자리 창출 : 131개 사업, 3,459명, 73억원
조선업 고용위기 일자리 창출 : 23개 사업, 1,678명, 50억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 9개 사업, 793명, 15억원
고용장려금 지원 일자리 창출 : 23개 사업, 1,754명,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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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희망센터 개소(‘16. 8. 1)
조선업종 실직자 심리상담, 고용, 창업, 직업훈련 등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4개 사업, 59명, 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7개소, 10억원)
남진 야시장 운영(100회 운영, 17만여명 방문)
중앙식료시장 먹통축제 및 「1914 남행열차 포차」개장(1일 374명 방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하나로 유통센터 노후시설 보수(1.2억원), 서부유통센터 증축(8.5억원)
중소기업 발전기금 지원(융자 60개업체 7.4억원, 이차보전 214건 2.2억원)

목포권 국가 SOC 사업 탄력
남해안철도(목포~보성간) 고속화(국비 2,211억원 확보)
호남 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국비 730억원 확보)

국제해양관광 스포츠도시 건설

체류형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16~‘18년, 498억원 민자유치)
실시협약 체결 및 도시관리 계획(궤도시설)결정 등 절차이행

2016 목포항구축제 성공적 개최
방문객 598천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242억원, 생산파급효과 143억원

체류형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운영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운영 : 203일, 484회, 56만명 관람
목포 시티투어 운영 : 주간 261회(3,860명), 야간 94회(1,962명)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 운영(15,220명 이용)
맞춤형 지역축제 개최 : 세계마당페스티벌, 북항노을축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부지 확정
고하도 유원지 조성 변경 용역 추진
故김대중 前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 공원 조성

스마트 랜드마크 목포 관광 상품 운영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 운영, MICE 관광산업 유치(6회, 3,650명)
레지오마리애 기념관 건축공사 착공
외국인 관광객 쇼핑특화거리 조성(사후면세점 지정 66개소)
남도 맛 기행 대한민국 테마 10선 선정, 목포 대표음식 9미(味) 선정

스포츠 육성을 통한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목포시 통합체육회 출범(‘16. 3), 81종목 단체 → 49종목 단체로 통합
학교체육 1학교 1운동부 육성(12개 종목, 22개교, 26개팀 1.4억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축구, 하키, 육상 등, 3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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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목포야구장 건립 추진(부지 24천㎡, 야구장 13천㎡, 39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지상2층 499㎡, 88명 수용)
실내(육상)웨이트 트레이닝장 준공(지상1층, 831㎡)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 18개 종목, 연 108천명(지역경제효과 5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내외 경기 성공적 개최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 : 9개소, 연 88천명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 14개국 600여명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 베드민턴대회 : 14개 시도 3,500명
전국유청소년 축구 목포시 I-리그 : 3,600여명
꽃피는 유달산축제 전국배드민턴대회 : 3,500여명
목포국제파워보트대회 : 7개국 2,000여명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 2,000여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14~‘17년)
목원어울림회관 리모델링, 특화장터, 게스트하우스 조성
주택개량사업, 지붕경관관리사업, 주차장 3개소․소공원 1개소 조성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마을학교, 도시재생대학 운영

원․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 사업 추진
서산․온금 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 및 온금근린공원 조성 추진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내 도로망 및 주차장 조성
주차장 조성 및 주차면적 확장(6개소 209면)
도심관통도로 1~2구간 도로개설(L=165m, B=20m)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추진(L=260m, B=6m)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추진(L=197m, B=6m)
만호지구 주거지재생사업 도로개설 추진(L=150m, B=6m)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확장 추진(L=140m, B=20m)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추진(L=250m, B=20m)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고하대로 등 19개소 노후 포장도로 정비(L=11.6km, 2,230백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북항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L=26m, 0.5억원)
하당고가교 보수․보강 추진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
철도폐선부지 석현웰빙공원 조성 추진(L=410m, 4.7억원)
입암산 생태 숲 조성(10ha, 14억원)
입암산~용라산 산맥연결(생태통로) 추진(‘15~‘17)
삼학도 복원화 중앙 공원 조성(소나무 등 71종 43,371주 식재)
스토리가 있는 숲길 조성(부주산 4km, 안장산 0.5km, 유달산 0.8km)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및 고도처리시설 추진(‘12~‘18)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추진(‘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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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추진(‘13~‘18)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및 백련배수펌프장 신설 추진(‘17)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 추진(‘14~‘20)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본격 가동(59%→70% 처리율 향상)

목포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목포 KTX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제3차 도서지역 개발 추진(‘08~‘17년)
도서종합개발사업 : 달리도 분교~혼불마을간 도로 등
어촌소득기반시설 : 율도 체험어장 및 진입도로 조성
찾아가고 싶은 섬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체험시설 및 주민역량강화
도서기반 확충사업 : 해안도로, 선착장 보강, 연결도로 확장 등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
도시가스 공급보조(1,240세대, 13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40가구, 1.4억원)
LP가스 용기 교체 보조(502가구, 1.1억원)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134동, 0.8억원)
상가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보조금 지원(84개소, 3억원)

도시경관 개선 사업
노후벽화 등 디자인 정비사업(4개소)
중앙하이츠 아파트 옆 미관정비(L=113m, H=5m)
목포역 앞 버스승강장 및 디자인 벤치 정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따뜻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노인회관/노인복지관 건립 착공(‘16. 12)
보훈회관 건립 착공(‘16. 12)
하당「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16~‘17년)
목련아파트 노후시설 개보수(1.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8,351명, 280억원)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연 27,173가구, 30,124포, 56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17,258명, 37억원)
주거약자 주거복지 서비스(5,109가구, 68억원)

복지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142가구, 216명 권리구제)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생계․의료․주거 등 1,200건, 8억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2개소, 20억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1,493명, 4,502점, 봉사자 200명)
참! 좋은 사랑의 밥차(43회, 29,800명, 봉사자 3,460명)
저소득층을 위한 이․미용 봉사(매월 1회, 1,350명, 봉사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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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이․미용 봉사(매월 1회, 1,350명, 봉사자 10명)
취약계층 집수리(40가구, 3개 봉사단체 15명)
노(老) - 노(老) 케어(봉사자 12명)
효사랑 밑반찬 배달(40가구, 7개 봉사단체 80명)

영유아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13,409명, 527억원)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190개소, 1억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2,810명, 35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10개소, 1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42개소, 38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현대화(3개소, 53억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334명, 7억원)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226명, 16억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367명, 38억원)
장애인 생활안정(연금, 아동수당, 보조기구) 지원(5,412명, 74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22개소, 176억원)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3개소, 45억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37개 사업, 1,800명, 39억원)
노인 목욕․이미용비 지원(월 19,500명, 13.3억원)
경로식당(일 555명, 6억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일 140명, 1.2억원)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공(1,843명, 15억원)
기초연금 지급(65세 노인인구수의 76%, 550억원)
노인복지관 지원(4개소, 15억원)
경로당(185개소, 8억원) 및 양로시설 운영 지원( 1개소, 6.5억원)
노인복지시설(3개소, 2.6억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8개소, 5.5억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2,604명, 1,848백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4,221명) 및 복지시설 지원(12개소, 82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연 35,000명, 14억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개소, 5.3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660명, 5억원)

시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국가5대암 조기검진(18,052명) 및 암환자 등 치료비 지원(424명, 6억원)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4,600가구, 15,000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21,268명, 4억원)
아동․청소년 구강교실 및 학교 금연교실 운영(86개소, 20,500명)
찾아가는 치매검사 및 방문 프로그램 운영(1,277명)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건설

우수인재 양성과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우수 중3 출신 성적우수 대학생 지원(60명, 1.2억원)
고교 성적 우수학생 지원(73명, 0.5억원)
학업성취도 우수학생 지원(135명, 0.4억원)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20명, 0.1억원)
목포장학재단 출연 및 운영 지원(1.2억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목포 영어도서관 개관(‘16. 5. 11)

석현동 2,476㎡, 연면적 935㎡(지상 2층)
보유장서 : 15,729권, 이용인원(350여명/일)(http://www.mokpo.go.kr)



보유장서 : 15,729권, 이용인원(350여명/일)

산정동, 북항동 등 작은도서관 2개소 개관(현재 16관 운영 )중
어린이도서관 운영(연 43만여명 이용)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 보수․보강(2.5억원)
영어체험마을 지원(6억원), 목포영재교육원 지원(0.6억원)

보편적 교육 복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48개교, 24,700명, 42억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560명, 3억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39억원)
서남권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25,500명, 10억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15개교, 7억원)

교육복지서비스 지원
진학․진로 단계별 맞춤 설명회(3회, 1,054명)
학교별 교육특화 프로그램 지원(18개교, 0.5억원)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3개 학교, 5.8억원)
자율형 공립고 학력 증진사업(1.5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23개동, 177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경로대학 운영(12개 경로대학)
시민아카데미 및 김대중아카데미 강좌 운영(19회 4,200명)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정보화 교육(시민 3,706명)
소외지역 평생학습센터 운영(3개소)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향유권 증대
시립예술단체 공연 활성화(6개단체, 113회 공연)
문화예술 행사지원(56개단체, 91개 사업)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개최 준비(‘16~‘18)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문화체육센터(339회 공연․전시, 24만여명 관람)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목포문학관(목포문학상, 문학교육, 문학행사, 문학체험 등)
노적봉예술공원(기획전 및 상설전시, 연 3만여명 이용)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토크 콘서트 등)
서남권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박물관 탐방 등 25,500명)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행사 운영(10회, 500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컨텐츠 발굴
이난영 생가터 확충 추진(‘16~‘17),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16~‘17)
황해교류역사관 건립 추진(‘16~‘19), 목포시사(木浦市史) 편찬 추진(‘15~‘17)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8개소)
목포 정명(正名) 찾기 추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시민소통위원회(2회), 시정자문회(2회)
대중교통(버스) 소통의 날(2회), 도서지역(율도, 달리도) 소통의 날(2회)
주민자치위원과 소통의 날(6회), 시민과의 대화(23개동, 8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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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55건, 35억원 반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운영(66명, 5개분과)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47명), 시민 SNS 서포터즈 운영(12명)
시민감사관 운영(19명)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2회, 246건)

감동주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건축현장참여 공개민원처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주민관심대상 건축 인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시민중심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25개소 46백만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토요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운영(26회, 43,522건)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재개(‘16. 6),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지속 추진(38회), 목포권 상생협력 포럼 개최
광역 BIS(버스정보시스템) 운영(목포-무안-신안-영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원)

민원동 3층 600㎡, 관제대상 CCTV 888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등 7,200명)
안전문화 시민강좌 개최(2회, 640명)
목포항 재해방지 연안정비 추진(24억원)
목포내항 호안정비(36억원)

선제적․예방적 재난재해 예방대책 전개
국가안전대진단(2,135개소)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634개소) 점검
계절별․시기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전통시장, 축제장 등 12회)
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219세대)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추진

식품위해사고 예방 및 위생접객업소 관리 강화
음식문화 개선 지도 : 140개소, 캠페인 등 28회 3,676명
숙박․목욕장업․세탁업 위생서비스 점검(594개소)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익사업 추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입통합 간편납부(ARS)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장애인 콜택시 12대, 저상버스 19대)
시내버스 효율적 노선 개편(22개 노선 166대)
노후 천연가스 버스 대체 보급(13대)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54개소, 22억원)
수도계량기 이설공사(372기, 7.6억원)

2016년 목포 시정 수상내역

수상내용 수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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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내용 수여기관

2015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식용수 분야 A등급) 유공 국무총리(4백만원)

지역개발(찾아가는 섬 외달도 가꾸기 사업) 우수기관 행정자치부(804백만원)

2016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 행정자치부

이그나이트 V-korea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해양정화사업(오션크린업) 최우수기관 행정자치부

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약 최우수기관(전국 2위) 행정자치부(3,070백만원)

2016년 통계조사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획재정부

2015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1천만원)

2016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2천만원)

2016년 기초생활분야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2016년 심뇌혈관질활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재난상황관리 실태점검 최우수 기관 전라남도

2016년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 기관 전라남도(3천만원)

2016년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전라남도(8백만원)

2015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상 전라남도

2016년 을지연습 우수기관 전라남도(1백만원)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상 전라남도(53백만원)

2016년 투자유치 우수기관 전라남도(1천만원)

2016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장려상 전라남도(15백만원)

2016년 목포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터전 선정(전국2위) 전라남도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전남 시·군 성과평가 1위 전라남도

2016년 지역발전사업평가(지역행복생활권협력) 우수 지자체 선정 지역발전위원회(220백만원)

2015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 우수기관 한국환경공단(1백만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나눔 우수프로그램 공모 우수상 수상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

2016년 감염병 전국 성과대회 학술 포스터 분야 동상 질병관리본부

수상내용 수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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