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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및 「목포시 기본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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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특별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민원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도심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편의 증진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첨단교통 인프라 구축
산맥연결 및 숲길, 유아숲 체험원 조성으로 산림서비스 인프라 구축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인한 녹색도시 실현
효율적인 하수처리 극대화 및 침수피해 사전예방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사회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맞춤형 어르신복지서비스와 노후생활 안정화
장애인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 및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강화
나눔문화 확산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강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출산 축하금 상향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17. 10.)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 도모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보건사업 등 지원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신고체계 강화 및 취약집단 조기검진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경로당 생활습관개선 8주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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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나아가는 교육문화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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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내유수의 수준 높은 공연작품 유치,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내부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전시회 활성화
박물관 소장 전시품과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남권 연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문화도시 건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추진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내유수의 수준 높은 공연작품 유치,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내부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전시회 활성화
박물관 소장 전시품과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남권 연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

시민과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옥외행사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방문 소통행정 추진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 개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목포시 주요 현안사업 대거 반영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T/F팀 구성․운영
더 큰 희망, 더 큰 행복, 목포 미래 설계
대한민국 ‘음식 ․ 맛 ․ 문화예술 수도’ 도시브랜드 선점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총력 추진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1,077대)
목포실내수영장 이용객 안전교육 실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된 정보통신 기반 조성

2017년 목포 시정 수상내역
[총 16분야, 상사업비 40억 4천6백만원수상]



미래성장 동력 기반 구축

생산적인 도시기반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투자유치 실적
분양계약 체결 : 56개 기업, 449,475㎡, 1,201억원

대양산단 : 52개, 1,152억원(431,261㎡), 고용예정인원 1,450명
세라믹산단 : 4개, 49억원(18,214㎡), 고용예정인원 120명 
※ 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 20개 기업, 74억원

투자MOU 체결 : 37개 기업, 2,270억원, 고용효과 970명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소형선박해상테스트 기반구축 등 40개 분야 495억원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 가시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25억원 확보
서남권 해양수산종합지원관 건립사업 발주(설계 중)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14 ~ ‘18년)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수산식품 가공공장 시설지원

산지가공시설(2개소), 마른 김 정수시설(3개소)

목포 명품어묵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 14종 21점
국내 굴지 식품업체 「대상(주) 해조류 검사센터」 유치

목포수산물 대표브랜드 및 제품개발로 지적재산권 확보
수산물 브랜드명 상표등록 : 4종

대표 공동브랜드 : 목포어보 
※ 공동브랜드 : “목포어보”, “어첩반상”, “간&건 프로젝트”
개별브랜드 : “구을비”

자체 개발공법에 의한 제품 특허등록(출원)

특허등록 : 구을비
특허출원 : 천연조미료 액상, 분말(새우젓, 멸치액젓)

구을비 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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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시정성과 2015년 시정성과 2014년 시정성과 2013년 시정성과 2012년 시정성과

2011년 시정성과

열린행정 > 시정방침과시책 > 2021 시정성과 > 2017년 시정성과

2015년

13개 분야 [14.5억원]

2016년

18개 분야 [100억원]

2017년

40개 분야 [495억원]

2017년 시정성과

2017년 시정성과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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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수출자동차 환적 전진기지로 도약
MIRT(목포국제자동차부두) 수출자동차 해운선사 유치 MOU 체결 ('17. 3.)
목포시 수출자동차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및 사업유치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 
※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 및 이자율 조정(1년 → 2년, 5% → 3%)

청년 정책 업무 신규 발굴 지원
전남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 신중앙시장에 청년점포 등 10개소 개소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조선업종 퇴직자 일자리지원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복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 착공(‘17. 9. 15)
유달산 리라유치원앞↔고하도 (3.2km), 민간자본(498억원)

목포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T/F팀) 및 자문단 구성, 과업착수 (‘17. 12.)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지원
서남부지역 도서 및 연안생물자원의 연구·보전·전시·휴식 공간을 담당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에 따른 재정적 지원

고하도 목화(육지면) 최초 재배지 복원
목화(육지면)발상지에 목화단지를 조성하여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및 향토산업으로 자리매김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제 성공적 개최(‘17. 4.28.~4.29.)
조선 세종 수군, 선조 수군 그리고 현재 해군을 재현한 개선장군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목포의 역사성 부각 및 시민 자긍심 고
취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해외(몽골) 방문단 의료관광 및 팸투어 실시(목포항구축제 연계)
몽골 현지 의료 한류 박람회 등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추진
국내외 여행사 대상 관광 설명회 추진

관광설명회 실시 : 국내(서울,부산) 3회, 해외(항주, 상해) 2회

2017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세발낙지종, 갓바위 석고방향제, 목포 9미 수저받침세트, 목화밭시계 등 8점 선정 관광기념품으로 활용

남도성지순례 관광객 유치(41회, 18,775명)
스마트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주간 ․ 야경 시티투어 활성화 추진 : 총 397회 운영
목포 스탬프투어 앱 개발 완료 : 스탬프 존 22개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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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스탬프투어 앱 개발 완료 : 스탬프 존 22개소 구축
목포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 2018. 1월 완료

2017 목포항구축제 개최
개최시기를 가을로 변경하여 축제 콘텐츠인 파시의 정체성 확보
지역예술단체, 지역 상인, 선주협회 등 함께하는 시민 주도형 축제
방문객 수 : 265,320명 (목포 128,415명 / 외지방문객 136,905명) 
※ 2018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선정 : 국비 8,000만원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균형발전과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 및 「목포시 기본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시민 자문단(92명) 참여로 목포의 2030 미래상 도출 장기계획 수립
우리시 경관권역과 가이드라인 설정 등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2·3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변경 고시 및 온금공원 보상 추진

경관 개선으로 미항 목포이미지 제고
목포역 주변 버스승강장 경관 개선
도로변 옹벽 등 벽화 조성 및 정비 : 6개소

용해초 앞 철도굴다리(L=75m, H=3.8m)
산정동 중앙하이츠 정문 옹벽(L=25m, H=5m)
연산로 새목포교회 앞(L=150m, H=0.3~3.5m)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앞 철도굴다리(L=103m, H=3.8m)
상동 호반리젠시빌 옹벽(L=260m, H=1.3~4m)
목포수협직판장~위판장 도로변 옹벽(L=100m, H=1~3.5m)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A= 14,547㎡(149호) 15개분야 22개사업]
위험옹벽 개선 등 2개사업 추진(L= 70m, B= 4.0m, H= 0.7~9.0m)

삼학도 주출입구간 주차장 조성(268면 8,800㎡)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도로개설 완료(L=150m, B=6m, 계단보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로 경제활성화 도모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으로 도시재생활성 성장동력 확보

23개 마을기업(게스트하우스 11개, 집수리 9개 등) 육성
일자리창출 : 총 98명(게스트하우스 28명, 집수리 70명)

도시재생 커뮤니티 활성으로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 확보

어울림회관(4층, 843㎡)·웰컴센터(2층, 346㎡) 조성, 공동체 활성 기여

문화예술 및 청춘 창업(48개소)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
정주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주택(83동)과 지붕개량(160동)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실현

신안 인스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
입주민이 함께 공동체 공간조성, 아파트내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목포시 · LH간 기본협약(2017. 4) 및 사업시행 협약(2017. 10) 체결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2천억원 이상 개발비용 절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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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182개소 중 시설폐지 15개소, 변경 24개소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특별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하당고가교 보수․보강 공사 완료
노후 간선도로 포장 (17개소 6.2km), 소로 및 골목길 포장 (7개소)
도로절개지․교량․터널․방조제․위험난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시설물 정비(77개소)를 통해 사고 예방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민원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추진(L= 250m, B= 20m )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 추진(L= 510m, B= 15m)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완료

석현동 광야교회옆 도로개설 외 5개소 완료(L=454m)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추진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옆 도로개설 외 13개소 보상 추진(60건)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앙분리대 축소 등 도로구조개선사업

백년로 한사랑병원 사거리외 11개소 정비완료(L=757m)

도로 보수 정비 2,300건, 도로시설물 정비 190건

도심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규모 : 14개소 495면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51면)
하당 놀부정 인근 주차장 조성 완료(64면)
차관주택 갓길 주차장 조성(52면)
소규모 동네주차장(10개소 117면)
북항 노을공원 임시주차장 조성 : 190면(대형차 29대, 소형 161대)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편의 증진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완료(택시 1,549대)
택시 영상 기록장치 교체 완료(택시 1,549대)
특별교통수단(행복콜택시) 14대 운영, 이용대상 56,781명
저상버스 23대 4개 노선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4개소 설치, 기존 44개소 정비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첨단교통 인프라 구축
시내버스 환승제 및 재정지원
택시요금 소액 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
목포·무안·영암·신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확장 구축

산맥연결 및 숲길, 유아숲 체험원 조성으로 산림서비스 인프라 구축
입암산 생태숲, 입암산 ~ 용라산 산맥연결(생태터널) 사업, 하당 신도심 트레킹길, 양을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인한 녹색도시 실현
전기 자동차 보급 : 50대(1대당 20,600천원)

지원차량 : 아이오닉 35대, SM3 13대, 쏘울 2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200대

효율적인 하수처리 극대화 및 침수피해 사전예방
대성동 킹마트 ~ 일신아파트간 외 8건의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D=100~400mm, L=2.3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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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

입암천 정비사업 L=1,254m 중 750m 완료
상동지구 상리대하수도 하수관로 L=122m중 84m 완료

재해위험지구 침수피해 예방사업 정상 추진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2014~2018), 펌프 및 제진기 등 설치완료

하수도사업 정상추진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토목구조물 및 건축시공 완료(51%→82%)
북항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 토목구조물 및 건축시공 완료(65%→92%)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로 신설 L=1,384m 중 730m 완료(5%→40%)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사회 실현

차별과 소외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활력있는 건강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서비스제공분야 최우수상 수상
복지허브화 실시 방문상담 강화로 수급자 증가(11,630명→13,544명)

방문상담 9,456건, 사례관리 1,475건, 민간연계지원 1,245건

가구주의 사망, 실직 등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1,042가구)
기초생계급여(8,641명) 및 의료급여(17,174명) 지원

맞춤형 어르신복지서비스와 노후생활 안정화
목포시 노인회관/노인복지관 신축 이전(’17. 12. 준공)
경로당 운영 활성화

경로당 신축(동명동, 죽교3동, 도룡마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188개소)

기초연금 지급(25,646명), 노인목욕 및 이․미용지원(16,500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2,249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11개소)

장애인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
명도자립센터 신축이전 (’17. 5. 준공)
맞춤형 장애인일자리(260명)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5,600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346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27개소),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12개 단체)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 및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강화
고용-복지 연계 프로세스 강화로 저소득층 취업 알선

예향어구, 희망도배 등 19개 사업(150명), 고용부 취업패키지 연계(170명)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수급자 월임대료(4,903가구), 자가수급자 주택개보수(132가구)

나눔문화 확산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강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시설 3개소(성덕원, 자혜양로원, 목포시장애인연대)
저소득층 주택(5세대) 개보수 사업
세월호 거치기간 중 음료봉사,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 : 연인원 3,281명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차량운영비 : 190개소(개소당 월 10만원, 전년대비 월 5만원 인상)
처우개선비 : 1,100명(1인당 월 5만원, 전년대비 월 2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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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상향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17. 10.)

변 경 전 (일시지급) 변 경 후 (셋째부터 분할지급)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이상 200만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이상 4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 도모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생활습관 개선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보건사업 등 지원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치매관리

감염병 신고체계 강화 및 취약집단 조기검진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노인결핵 전수검진(용당1동·2동, 1,971명)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615개소, 8,698명) 추진

경로당 생활습관개선 8주 프로그램 추진
관내 경로당 23개소(각동 1개소) : 184회 / 2,646명

운영팀 인원 20명(의사1명, 방문전담인력 12명, 운동처방사 등 7명)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문화도시 건설

미래인재 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등 6개 장학금 지원 : 초․중․고 대학생 485명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등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 17개 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학교 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
64개교(초 33, 중 16, 고 15), 25,980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및 안전성 강화

337개소 46,344명(어린이집 218, 유치원 54, 초 33, 중 16, 고 16)
학교급식 식재료 농약 안전성 정밀검사 실시 : 4회 80여개 품목

학교우유급식 지원(6,150명) :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3개동 주민사랑방 운영 : 문화여가, 건강 등 172개 프로그램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국제파워보트대회, 다도해컵요트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 29개국, 13,600여명 참여
동․하계 전지훈련 10종목, 131개 팀, 연인원 60,626명 유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교실, 일반 및 어르신체육전담 지도자 배치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 15개소, 허리돌리기외 105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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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유수의 수준 높은 공연작품 유치,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세대별 장르를 아우르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문화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공연작품 유치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음악 4편, 뮤지컬 3편, 연극 2편, 어린이극 2편, 국악 1편 등 공연작품 12편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내부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목포영어도서관

영어체험교실 신설 : 병원, 레스토랑, 공항 등 11개 체험코너 설치(77.79㎡) 
⇒ 원도심 영어 체험마을 폐쇄(‘17.3.16.)에 따라 영어도서관에 영어체험교실을 신설하여 어린이 영어체험교류의 공백 최소화
및 복합 교육문화공간 역할 수행

목포시립도서관

소방시설교체, 방송시스템교체, 정보화기자재 교체, CCTV교체, LED(178개)교체

작은도서관(17개소)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 순회사서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상시 운영
‘17년 신규조성(노을 작은도서관, 호돌이 작은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전시회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 6개 강좌 180명

캘리그라피, 기초디지털사진, 기초유화, 기초플루트, 천연가죽생활공예, 한지공예

우수한 미술단체의 기획전시 및 소장작품 전시로 수준 높은 예술작품 관람기회 제공

자연회귀전(1회), 종합예술갤러리 상설전시회(1월 ~ 12월)
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상설전(2회)

박물관 소장 전시품과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 도자체험프로그램 운영

상‧하반기 토요자연사교실 160명/해양과학교실 200명/ 도자체험 7,500명

지역 성인 대상 문화교실 및 가족해양과학캠프 운영

상‧하반기 문화교실 60명, 가족과학캠프 80명(20가족)

서남권 연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
전남권 문화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

5개 시군 박물관‧미술관 협력 전남권역 문화소외지역 5회 방문

두드림 프로젝트 등 과학문화체험서비스 제공으로 문화격차 해소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문화도시 건설

미래인재 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등 6개 장학금 지원 : 초․중․고 대학생 485명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등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 17개 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학교 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
64개교(초 33, 중 16, 고 15), 25,980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및 안전성 강화

337개소 46,344명(어린이집 218, 유치원 54, 초 33, 중 16, 고 16)
학교급식 식재료 농약 안전성 정밀검사 실시 : 4회 80여개 품목

학교우유급식 지원(6,150명) :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3개동 주민사랑방 운영 : 문화여가, 건강 등 172개 프로그램(http://www.mokpo.go.kr)



23개동 주민사랑방 운영 : 문화여가, 건강 등 172개 프로그램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기관 선정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국제파워보트대회, 다도해컵요트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 29개국, 13,600여명 참여
동·하계 전지훈련 10종목, 131개 팀, 연인원 60,626명 유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교실, 일반 및 어르신체육전담 지도자 배치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 15개소, 허리돌리기외 105종 설치

국내유수의 수준 높은 공연작품 유치,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세대별 장르를 아우르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문화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공연작품 유치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음악 4편, 뮤지컬 3편, 연극 2편, 어린이극 2편, 국악 1편 등 공연작품 12편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내부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목포영어도서관

영어체험교실 신설 : 병원, 레스토랑, 공항 등 11개 체험코너 설치(77.79㎡) 
⇒ 원도심 영어 체험마을 폐쇄(‘17.3.16.)에 따라 영어도서관에 영어체험교실을 신설하여 어린이 영어체험교류의 공백 최소화
및 복합 교육문화공간 역할 수행

목포시립도서관

소방시설교체, 방송시스템교체, 정보화기자재 교체, CCTV교체, LED(178개)교체

작은도서관(17개소)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 순회사서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상시 운영
‘17년 신규조성(노을 작은도서관, 호돌이 작은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전시회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 6개 강좌 180명

캘리그라피, 기초디지털사진, 기초유화, 기초플루트, 천연가죽생활공예, 한지공예

우수한 미술단체의 기획전시 및 소장작품 전시로 수준 높은 예술작품 관람기회 제공

자연회귀전(1회), 종합예술갤러리 상설전시회(1월 ~ 12월)
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상설전(2회)

박물관 소장 전시품과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 도자체험프로그램 운영

상 · 하반기 토요자연사교실 160명/해양과학교실 200명/ 도자체험 7,500명

지역 성인 대상 문화교실 및 가족해양과학캠프 운영

상 · 하반기 문화교실 60명, 가족과학캠프 80명(20가족)

서남권 연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
전남권 문화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

5개 시군 박물관‧미술관 협력 전남권역 문화소외지역 5회 방문

두드림 프로젝트 등 과학문화체험서비스 제공으로 문화격차 해소

시민과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옥외행사 개최
참여인원 : 10,000명(기관단체장, 자매도시대표, 일반시민 등)
내 용 : 전야제, 타종식, 입장식, 기념식, 명랑운동회, 축하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방문 소통행정 추진 (http://www.mokpo.go.kr)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방문 소통행정 추진
2017 경로당 방문(‘17. 5. 15 ~ 7. 14, 187개 경로당)
동 주민센터 청․장년층과 소통콘서트 운영(‘17. 10월 ~ 12월, 23개동 주민센터)
시장님과 함께하는 『목포맘』 수다콘서트(‘17. 8. 30, 시민문화체육센터)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법령개정 홍보, 사용승인 건축물 위법행위 방지 사후점검(220개소)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

재난위험시설물 점검(26개소, 2회), 빈집정비(14동),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분기 1회)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 개최
사업현장에서 시민 의견 수렴, 사업에 대한 간부공무원 공감대 형성

1차(2017. 7.27.) : 목원동 웰컴센터
2차(2017. 8.31.) : 노인회관․복지관 및 보훈회관 신축현장
3차(2017.10.19.)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목포시 주요 현안사업 대거 반영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사업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물 수출거점구축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도시재생뉴딜 테마여행 10선 사업

문재인 대통령 목포권 공약(6개)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사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등 6개 분야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T/F팀 구성․운영
해상케이블카 개통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강구
예산, 관광, 교통, 안전 등 10개 분야별 팀 구성 및 추진과제 설정

더 큰 희망, 더 큰 행복, 목포 미래 설계
‘미래로 도약하는 희망의 목포!’ 미래비전 선포 (2017. 9. 29. 제55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식)

1,000만 해양관광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전국 제1의 수산도시
일자리가 있는 젊은도시 안전건강도시 50만 중핵도시

2030 목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목포의 새로운 장기비전과 발전적 미래상 수립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제시
단기사업전략(‘17~‘20), 중기전략구상(‘21~‘25), 장기비전계획(‘26~‘30) 구분
관광, 문화, 산업, 환경, 재생 등 대․내외 잠재력 조사․분석
정부 투자 정책사업을 전망한 미래 먹거리산업 로드맵 작성

대한민국 ‘음식 ․ 맛 ․ 문화예술 수도’ 도시브랜드 선점
맛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선점을 위해 상표권 및 업무표장 등록
향후 10년간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 확보
대한민국 음식 수도
대한민국 맛의 수도
대한민국 문화예술 수도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총력 추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 참여인원 4,000명
재난안전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기기설치(‘17. 4.)
안전사고 예방 안심부스 시범설치(부영어린이공원맞은편, ‘17.11.)
어린이대상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17. 9.) : 참여인원(5,3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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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1,077대)
365일 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시민 안전지킴이 수행

청소년 계도, 범죄 및 안전사고 등 주민안전 예방 관제

우범지역 등에 CCTV 설치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CCTV 37개소 118대, 비상벨 12개소

목포실내수영장 이용객 안전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 교육을 통한 시민안전 의식 고취(3회, 180명)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된 정보통신 기반 조성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

갓바위 문화타운 등 목포시 대표관광지 8개소 설치

2017년 목포 시정 수상내역

[총 16분야, 상사업비 40억 4천6백만원수상]

수상내용 수여기관명 (상사업비)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13.5백만원)

2016년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2016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전남권역 우수실적 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현.과학정보통신기술부)

2016년 청사에너지 절약 최우수기관 행정안전부 (3,910백만원)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3백만원)

2016년 사회적경제공공구매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0.7백만원)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 평가 특별상 전라남도 (21.3백만원)

2017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10백만원)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보건복지부 (30백만원)

2016년 읍면동 현장행정평가 우수 전라남도 (10백만원)

2017년 동계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기관 전라남도 (24.7백만원)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 육성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전라남도 (4백만원)

2017년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전라남도 (7.7백만원)

2017년 비상대비훈련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7년 시군 안전문화운동 우수기관 전라남도 (1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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