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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 선정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및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성공 개최 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박차
´다도해의 모항, 섬의 수도´ 도시브랜드 선점
다양한 문학행사 및 교육 추진으로 목포문학 활성화 도모
특별기획전시 등을 통한 박물관 전시역량 강화
서남권 연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도시재생 사업 지속 추진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 사업 추진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조명시설 특별관리
도로 및 시설물 확충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폐기물배출사업장 점검 및 슬레이트 교체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지급 및 석면건축물 및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업 시행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도시환경 정비
도심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
하수도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유달산 나눔길 조성 및 도심숲 확대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동 중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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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자립지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강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시설 환경 조성 및 확대 운영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19년 초 운영 예정)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 조성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
목포만의 맛집 발굴 선정 및 모범음식점 지정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Happy Family 숙박업소 운영(20개소)
감염병 제로 건강한 안심도시 만들기
치매 국가책임제 대응 「치매 안심도시」 추진

미래를 향한 교육체육도시 육성
국제․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2년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목포야구장 건립 (3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추진
목포 역사와 이야기, 목포학(學)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체육공간 조성
실내수영장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체육시설 이용시민 안전교육 실시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
제56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추진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2018년 사회조사 실시(8~9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시작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로 지역발전의 원동력 증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 운영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총력 추진
자연재난 유형별 사전대비 및 대응

2018년 목포시 수상내역
[총 25분야, 재정인센티브43억3천6백2십만원수상]



활력있는 경제기반 구축

활력있는 경제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투자유치 실적
분양계약 체결 : 71개 기업, 564,317㎡, 1,506억원

대양산단 : 65개, 1,440억원(539,620㎡), 고용예정인원 1,890명
세라믹산단 : 6개, 66억원(24,697㎡), 고용예정인원 143명

투자MOU 체결 : 44개 기업, 2,270억원, 고용효과 1,0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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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선박해상테스트 기반구축 등 30개 분야 571억원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활동 지속 추진
입주희망업체 맞춤형 상담 활동(150개 업체, 350회)
분양신청, 금융지원, 입주심사, 건축허가 등 ONE-STOP 서비스
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13개 기업)
투자기업 금융 알선 및 자금 컨설팅 등 지원(23개 업체)
대양산단 입주기업 일자리박람회 등 홍보부스 운영(10회)

국제교류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및 우수 수산식품 해외판로 확보
한중기업 목포시 수출상담회 개최

중국 기업 6, 대행사 2, 관내 기업 13개소 참가, 20여 품목 1:1 수출상담
교류도시간 경제협력 강화 : 연운항․샤먼․동강시 정부의 기업과 적극 교류

목포시 수출용 수산식품 중국현지 판촉전 개최

자매도시 샤먼시 국영기업 샤상그룹이 우리시 조미김 수입, 판촉전 개최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기반시설 확충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 사업 실시설계비 확보
서해권 종합안전 비상훈련장 공사 착공 및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완공

목포신항 수출자동차 환적 전진기지로 도약
목포시 수출자동자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3개업체, 1.4억)
자동차 수출 및 환적 물량 확보-광주기아차 물량 85%이상 확보(39만대)
제2자동차부두기본·실시설계비(25억),신항 직선화 대체도로개설설계비(20억)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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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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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시정성과

열린행정 > 시정방침과시책 > 2021 시정성과 > 2018년 시정성과

2016년

18개 분야 [100억원]

2017년

40개 분야 [495억원]

2019년

30개 분야 [571억원]

2018년 시정성과

2018년 시정성과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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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동차부두기본·실시설계비(25억),신항 직선화 대체도로개설설계비(20억)반영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 가시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본격 추진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건립사업 발주(‘20년 이전 개청)

목포수산물 대표브랜드 및 제품개발로 지적재산권 확보
수산물 브랜드명 상표등록 : 1종, 개별브랜드 "올리미"
자체 개발공법에 의한 제품 특허등록(2건) 및 특허출원(1건)
구을비 제품 사업화 완료 및 김 초콜릿, 크런치 제품 수출계약 체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소방, 노후전기설비 교체 등) 18건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유, 청호, 신중앙) 3개소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213명),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2,272명)

목포만의 특색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
목포 청년 잡고(JOB GO) 구직 지원(25개 사업장, 69명)
원도심 보해양조상가 청년 점포 조성(10개소, 10팀)
목포 청년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24팀)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24개 기업, 56명)
세라믹·신재생에너지분야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교육66명,채용21명)

매력있는 문화관광 육성

근대문화역사의 관광자원화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제슬로시티 가입 준비
슬로시티 후보지 사전컨설팅, 한국슬로시티본부 협약 체결(´18.10.)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전략 수립
추진단 구성(T/F팀), 기본계획 수립(2018. 12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유달산 리라유치원앞↔고하도(3.2km), 메인타워(2개소),승강장(3개소)

목포항구축제 개최 (10월)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파시’를 통해 항구축제만의 독자성 구축
지역예술단체, 지역 상인, 선주협회 등 함께하는 시민 주도형 축제

2018 목포 문화재 "야행" 개최 (9월․10월)
야간문화행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 재조명 및 관광 상품화 경쟁력 제고

문화재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 선정
목포 원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획기적 개발기반 구축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및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성공 개최 지원
국제행사를 통해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자원을 세계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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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박차
국내언론사 및 해외 언론사(일본『地球に�き方』,베트남TV 등) 영상 홍보
국내 여행사, 언론, 코레일, 여행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 추진(14회, 977명)
목포시 관광상품 설명회(서울,‘18.3월), 한국국제관광전 등 박람회 참가(5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태국 및 홍콩 주요 여행사 3개소, 항공사 및 KTO 방콕지사 간담회 추진(´18.7월)
홍콩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100여명)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18.8월)
해외 언론사, 파워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 추진(9회, 273명)

´다도해의 모항, 섬의 수도´ 도시브랜드 선점
다도해에 대한 도시 브랜드 선점을 위해 상표권 및 업무표장 등록

다도해의 모항 목포 대한민국 섬의 수도 목포

다양한 문학행사 및 교육 추진으로 목포문학 활성화 도모
목포문학제, 박화성문학페스티벌, 선상시낭송회 등 문학행사 (5월~11월)
목포문학길 투어 및 문학교육프로그램운영(4월~12월, 2,317명)
제10회 목포문학상 공모 추진 (본상 5명, 남도작가상 4명)

특별기획전시 등을 통한 박물관 전시역량 강화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특별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바다과학관‘항구축제 주제관’운영 및 명절 특별프로그램 구성
중앙홀 공룡 VR/AR 전환 가능한 체험 전시 시스템 설치(6대)

서남권 연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
5개 시군 박물관‧미술관 협력사업 스탬프투어(1,000여명)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수립
경관권역(8개), 경관축(4개), 경관거점(5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정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삽진산단 주변 도로개설 (L= 60m, B= 20m)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 1구간 개설 (L= 166m, B=15m)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 개설 (L=336m)

도시재생 사업 지속 추진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보
문화예술·청춘창업 지원(56개소)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마중물 사업 추진
1897 개항문화거리(국토부), 서산동 보리마당(전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정
지붕개량 및 주차장 확대 등 정주민 주거환경 개선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 사업 추진
위험옹벽 개선, 공폐가 철거 및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등 사업 실시

경관개선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경관개선 정비사업(평화광장 해변 난간 표지석 디자인 개선 등 4개소)
도심수변 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문화예술회관 전면 해안보행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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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야간 경관조명 설치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L=1.4㎞),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공사(L=3㎞)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조명시설 특별관리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조도개선사업(신중앙시장 주변 외 4개소)
조명시설 보수(2,114건), 보안등 신설(116등)

도로 및 시설물 확충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완료(L=250m)
해상케이블카 유달산주차장 주변 도로정비 추진(L=497m)
노후 간선도로 포장(12개소 5.4km), 소로 및 골목길 포장(9개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등 도로구조개선사업(13개로)
도로절개지․교량․터널․방조제․위험난간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109개소)
도로 보수 정비(2,400건), 도로시설물(표지판, 볼라드, 과속방지턱 등) 정비 (200건)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
산업 1~3블럭(식료품단지), Q=23,500톤/일, D=500mm, L=2.4㎞,
산단입주 마른김 가공업체의 원활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확충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행정적 지원 및 진입도로 개설 사전절차 이행(토지 보상 등 81건)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27대),전기자동차 민간보급(7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26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및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태양광 43개소(3~354kw), 태양열 7개소(5.97~514㎡), 미니태양광 518가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추진 (48개 구간, 1,221세대, L:10,123m)

폐기물배출사업장 점검 및 슬레이트 교체 지원
폐기물 처리업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212개소)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개량비 지급(34가구)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지급 및 석면건축물 및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 건강영향조사(’17. 8월. ~ ’18. 3월)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5명)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128개소) 및 폐석면배출 처리실태 점검(88건)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업 시행
열악한 경비실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공동주택 28개단지,89개소)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도시환경 정비
빈집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공유공간(주차장, 텃밭등) 활용(21동)
유달산 서면 노후건축물 지붕경관 개선(5개마을, 108동)
대형 공사장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293개소,4회 점검)

도심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보건소~북항 주택로 갓길(90면), 죽교동 북항로(15면) 외 2개소 41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공공형 100원 택시 시행(260명,이용률 8%)
행복콜택시 운영(14대) 및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법인택시 6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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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택시 운영(14대) 및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법인택시 622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3개소) 및 시설물 정비(75개소)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 위한 시내버스 요금 할인 확대(50원→100원)
사업용 대형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239대)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
보건소 사거리 ~ 연수치과간 외 12건의 노후 급․배수관 교체

하수도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입암천 바닥 콘크리트공사 및 상동지구 압송관로 잔여구간 완료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및 북항하수처리장 처리 설치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로 신설 잔여분 추진(L=180m)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준공 및 웰빙공원 개방

유달산 나눔길 조성 및 도심숲 확대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무장애 나눔길(조각공원~죽교체육공원)
하당 원형상가주변, 하당신도심 2단계 미관광장 조성(화합마당 숲)
고하도 천년길 외 도심속 가로숲(8개), 소망장애인복지원 나눔숲
도심트레킹길 조성(입암산~생태터널~용라산~평화광장~갓바위,L=10km)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실현

다함께 누리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8,221명), 긴급지원 (1,000건)
지방생활보호 소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보호 및 관리(320명)
단전, 단수, 공과금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 (2,621건)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5,450가구) 및 주택개량 지원(150가구)

동 중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행정복지센터’ 23개동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방문상담 12,779건, 통합사례관리1,630가구)

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35개소), 운영비 지원(187개소)
기초연금 지급(26,655명), 목욕 및 이․미용지원(17,000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598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9개소)

장애인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제공(260명),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5,600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346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27개소),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12개 단체)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 및 자립지원
고용-복지 연계 프로세스 강화로 저소득층 취업 알선(291명)
희망키움(Ⅰ)통장(45명), 희망키움(Ⅱ)통장(211명)
내일키움통장(30명), 청년희망키움통장(30명)

나눔문화 확산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강화
사랑의 밥차 운영 (32회 실시) 및 교복 물려주기 행사(1,530명 참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http://www.mokpo.go.kr)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714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100명)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시설 환경 조성 및 확대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용해동 행복주택 관리동)
공공형어린이집(16개소), 열린어린이집(17개소) 선정 및 운영 활성화
공기청정기(198개소,925대) 및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204개소,308대) 보급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19년 초 운영 예정)
옥암동 1021번지, 부흥동행정복지센터 옆 신규 건립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 조성
여성취업 지원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1,040명)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7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90건)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

목포만의 맛집 발굴 선정 및 모범음식점 지정
23개소 신규 지정 ※ 현황 : 137개소(발굴 맛집 19, 모범 104, 명인 11, 30년대물림 3)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Happy Family 숙박업소 운영(20개소)
가족형지정룸, 온돌·트윈침대, 조식제공, 가족전용주차장 운영 등

감염병 제로 건강한 안심도시 만들기
노인결핵 전수검진(23개동 7,941명) 및 잠복결핵 검진(157개소 1,598명)
동별 취약지 및 야간 특별 방역(5,778건),감염병보균검사(37,034건)

치매 국가책임제 대응 「치매 안심도시」 추진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및 체계 구축(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
조기검진 및 심층상담 등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미래를 향한 교육체육도시 육성

지역인재 육성과 체육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국제․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2년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육상·파워보트대회·학생볼링대회 등 대규모 대회 개최 (25개국, 12,300여명)
동․하계 전지훈련 11종목, 183개 팀, 연간 44,669명 유치(2년연속 전남 최우수)

목포야구장 건립 (3월)
일본 고치현 독립리그팀(파이팅독스) 전지훈련 유치

건강한 임신

신혼(예비)부부 검진비지원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엽산제 ․ 철분제지원
임신부 풍진 무료 검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안전한 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
료비지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행복한 보육

출산축하 신생아 양육비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어린이 영양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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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치현 독립리그팀(파이팅독스) 전지훈련 유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등 5개 장학금 지원(중․고․대학생 465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5개 분야, 24개 사업)

목포 역사와 이야기, 목포학(學) 프로그램 운영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민속 설화 이야기, 개항장 형성과정 등의 이론학습 및 현장학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제공(1․2기 70명)

체육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체육공간 조성
실내체육관 주차장 포장(5,600㎡),화장실 리모델링(4개소),의자교체(265석)
부주산 산악자전거 진입로 정비(4개소)

실내수영장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수영장 셔틀버스 증설(1대)을 통해 운행구간 확대 (11월, 총 3대)
휴장기간 체육시설 기능보강(여과기 교체 및 설비배관 개선 등)

체육시설 이용시민 안전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 교육(3회,180명)

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 54.82억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및 안전성 강화(337개소, 46,707명)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

시민 모두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하였습니다

제56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개최
유사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검소하고 알찬 행사구성(1,200여명)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
2018 시정보고 및 시민과의 대화 개최 (2월~3월)

23개 동 순회, 3,500여명의 시민 참여, 134건의 불편사항 해소

시민청원제 시스템을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9월~, 8건 청원접수)
민선7기 동 초도방문 시민과의 대화 개최 (10월)

민선7기 취임 100일 기념, 7개 권역 방문(1,000여명, 28건 질의·답변)

섬지역 소통의날 (11월)

주민·민간단체 등 200여명 참석, 이동시청 운영, 건의사항 접수처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추진
SNS서포터즈 운영(27명) 및 SNS 시정소식지‘갓바위 뉘우스’게재(45회)
시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2회/51,580부),영상 시정뉴스 제작(월2회)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2018년 사회조사 실시(8~9월)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항목 표본조사 (1,008가구)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시작
미래전략 및 지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용역」 발주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로 지역발전의 원동력 증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등 97건 5,467억원(http://www.mokpo.go.kr)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등 97건 5,467억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발주(377건),입찰(215건),계약(1,826건) 현황공개
공사․용역․물품등 G2B를 통한 전자계약 전면 시행(1,826건)
삽진산단 도로개설 공사 등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3개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365일 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실시(경찰관2명 등 31명)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 운영
안전사각지대 CCTV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도모(85개소, 268대)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확대
대표관광지 7개소 설치(유달산권 4개소, 갓바위권 2개소, 평화광장 1개소)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총력 추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4,000여명)
교통안전의식 캠페인(23개동, 2,760명),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실(9월, 4,164명)
안전사고 예방 안심부스 설치(10월, 북항 주안교회 인근)

자연재난 유형별 사전대비 및 대응
풍수해(5~10월)·폭염(6~9월)·설해(겨울철) 등 자연재난 대책 수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생수나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2018년 목포시 수상내역

[총 25분야, 재정인센티브43억3천6백2십만원수상]

수상내용 수여기관명 (상사업비)

청사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39억원)

2017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행정안전부 (3,800만원)

2018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억원)

201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종합부문 우수상 보건복지부 (600만원)

지역복지사업평가(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 (150만원)

2018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30만원)

2018년 통계조사 유공기관 통계청 (20만원)

2018 동계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기관 전라남도 (2,520만원)

2018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2,000만원)

2017년

60건 3,958억원

2018년

74건 3,885억원

2019년

97건 5,4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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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전라남도 (1,000만원)

2018 투자유치대상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830만원)

2018 일자리창출 우수상 전라남도 (800만원)

지역복지사업평가(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우수기관 전라남도 (200만원)

2018 규제혁신 추진 우수시군 표창 장려상 전라남도 (200만원)

2018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우수시군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200만원)

2018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라남도 (100만원)

2018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전라남도 (100만원)

2018년 개인정보 수준진단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50만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 공모전 격려상 전라남도 (20만원)

2018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2018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제3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우수상 전라남도

2018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기관 전라남도

시군 정보공개 실태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수상내용 수여기관명 (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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