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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정뉴스 제379호

목포시정뉴스 제379호 (헤드라인1) 해상W쇼, 첫 공연 성황리에 개최 목포해상W쇼 첫 공연이
초대형 불꽃쇼와 새로운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헤드라인2) 춤추는 바
다분수 시설 기능개선 추진 목포시가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1
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헤드라인3)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목포시가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헤드라인4) 고하도
에서 목포를 그리다 고하도 등산로 일원에 ‘스케치 목포’포토존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

2023-05-12

목포시정뉴스 제378호

목포시정뉴스 제378호 (헤드라인1) 민선8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목포시가 민선8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헤드라인2) 목포경찰서·여성안심
지킴이집 대표와 업무협약 목포시가 목포경찰서·안심지킴이집 대표와 함께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헤드라인3) 녹색 둘레길·명품 숲 조성 목포시가 녹색 
둘레길ㆍ명품 숲 조성 등으로 도심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헤드라인4)‘2023 유달산 봄축제’성황
리에 마무리 ‘2023 유달산 봄축제’가 수많은 상춘객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

2023-04-24

목포시정뉴스 제377호

목포시정뉴스 제377호 (헤드라인1) 장학사업 대폭 확대 목포시가 올해부터 장학금을 더욱 상
향 지급해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헤드라인2) 목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목포
시가 목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3) 안전
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 목포시가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3개 테마로 
진행합니다. (헤드라인4) 관광홍보 마케팅 적극 추진 목포시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춰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
백서..

2023-04-10

목포시정뉴스 제376호

목포시정뉴스 제376호 (헤드라인1) 드론라이트쇼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목포시가 드론 라이
트쇼 공모사업에 2년 연속 단독 선정됐습니다. (헤드라인2)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2023년 
출범식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2023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헤드라인3) 전남조선업도
약센터 설치 목포시가 '전남조선업도약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헤드라인4) 특색 있는 전통시
장 육성에 속도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개합니다. ..

2023-03-27

목포시정뉴스 제375호

목포시정뉴스 제375호 (헤드라인1)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특별상 수상 목포뮤직플레이’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헤드라인2) 좋은 간판 나눔 공모 사업
선정 목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좋은 간판 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헤드
라인3) 2023년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 목포시가 올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개최합
니다. (헤드라인4) 목포근대역사관 2관 재개관 목포시가 목포근대역사관 2관을 새 단장하고 지
난 2월 28일 재개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개합니다. ..

2023-03-13

목포시정뉴스 제374호

목포시정뉴스 제374호 (헤드라인1) 목포항구축제 대표축제 선정 목포항구축제가 올해도 전라
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헤드라인2) 조선내화(주)와 MOU 체결 목포시가 조선내화(주)
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헤드라인3) 「시민과의 대화」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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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소통 행보 목포시가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4) 1897 개항문
화거리 도보관광 위해 속도 내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도보관광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개합니다. # 전국체전 손..

목포시정뉴스 제373호

목포시정뉴스 제373호 (헤드라인1) 2023년 시정 운영방향 시정연설 박홍률 목포시장이 제380
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헤드라인2) 청년도전 
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 목포시가‘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헤드라인3)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목포시가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드라
인4)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 출시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개합니다. # 2..

2023-02-13

목포시정뉴스 제372호

목포시정뉴스 제372호 (헤드라인1)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목포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헤드라인2) 고향사랑기부 행렬 이어져 목포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
의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3)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헤드라인4) 원도심 활력 
높이는 지역으로 재탄생 중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개합니다. # 목포·신안 통합기반 조..

2023-01-30

목포시정뉴스 제371호

목포시정뉴스 제371호 (헤드라인1)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목포시가 비휠체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12대를 도입했습니다. (헤드라인2) 보건소 진료·민원업무 정상 
재개 목포시보건소 진료·민원업무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헤드라인3) 새해 흑토끼 포토존 조성
대반동 유달유원지 진입계단 1개소에 흑토끼 포토존이 조성됐습니다. (헤드라인4) 근대역사문
화도시 매력 발산 지난 1월 9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근대의상 패션쇼가 열렸
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개합니다. # 목포사랑상품권 10%..

2023-01-17

목포시정뉴스 제370호

목포시정뉴스 제370호 (헤드라인1) 목포수협 북항 활어위판장 준공식 개최 ‘목포수협 북항 활
어위판장’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헤드라인2) 4대 주력산업 육성으로 큰 목포 만들 것 박홍률 
목포시장이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
다. (헤드라인3) 2022 SRT 어워드 대상 수상 목포시가 ‘2022 SRT 어워드’ 선정 올해 최고의 여
행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헤드라인4) 달리도‘섬 in 어게인’사업 추진 목포시가‘섬 in 어게인’을
달리도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생활백서에서 소..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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