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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시정성과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2021 민선7기 3주년 성과를 열람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다운받기  e-book 보기

1. 우수한 행정력 대내외 입증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2020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2019 한국관광혁신대상 최우수상
도 일자리창출 대상,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상, 투자유치 우수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향상

2. 도시브랜드 가치 급상승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 목포
근대역사 문화도시 목포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
국제슬로시티 목포

3. 예산 1조원 시대, 국도비 대거 확보

국고예산 확보

'19. 5,467억원 ▶ '20. 7,454억원 ▶ '21. 8,916억원(총 113건)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4대 관광거점도시, 예비 문화도시 등

4. 해상풍력 전진기지 조성

국내 1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신항, 대양산단)
신항에 해상풍력 배후단지 지원부두 조성(2.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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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에 해상풍력 배후단지 지원부두 조성(2.180억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315억원)

5.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전기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451억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415억원)
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선박전주기 조성

6.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도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목포어묵기반 구축
수출전략형 김 가공 산업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중심 종합벨트 구축

7.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천오백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약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보여행의 메카로 육성
해변 맛길 30리 명품 산책로 조성

평화광장~해양대 11.7km

8. 문화관광도시 기틀 마련

예비 문화도시 선정
전국 최초 문학박람회 개최
목포 가을페스티벌 개최, 목포항구버스킹
근대문화재 활용 문화재 야행

9. 정부 공공기관 대거 유치

12개 정부 공공기관 유치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한국섬진흥원
전남스마일센터, 호남권통일+센터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등

10. 관광마케팅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부상

2020 대한민국 공공PR대상
필더리듬오브코리아 목포편 유튜브 4,800만뷰 달성
호텔델루나, 도도솔솔라라솔 등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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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델루나, 도도솔솔라라솔 등 유치
한국관광 100선, 비대면관광 100선 등

11. 권역별 특화 경제 중심 항만 건

제4차항만기본계획 8,493억원 반영

내항 : 문화-레저, 여객·관광 중심 거점
신항 : 해상풍력단지, 서남권 수출중심항
북항 : 어업과 수산업 중심항구

12.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맛의 도시 선포, 으뜸맛집 137개소 선정 주전부리 3종, 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
장좌도 예술랜드, 평화광장 해상판타지쇼

13. 자연과 함께하는 그린 도시

힐링과 휴식의 국제슬로시티 목포 인증
갓바위 일원 도심형 지방정원 조성

입압산 일대 29ha, 6개 테마 정원

사계절 테마가 있는 꽃섬 삼학도
남향 꽃 정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14. 도로·상수도 등 생활SOC 대폭 확충

77호선(입해~목포~화원)도로 개설
보행자 구조개선 평화광장 리모델링
섬 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15. 도시재생·어촌뉴딜로 도심 활력 제고

갑자옥 모자점 세계모자박물관 조성
구)세관창고 미식플랫폼, 역사관
구)호남은행 K-트롯(trot)중심센터
목포 유인도서 전체가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

16. 일자리·청년 정책 확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개소('20.2)
산단 분양률 92% 로 대폭 상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23.5까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21.12까지)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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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17. 시민편의시설 획기적 개선

목포낭만콜 1,531대, 낭만버스 4대 도입
목포 어울림 도서관 건립(장난감도서관 포함)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조성
자전거터미널 개장, 리틀야구장 조성

18.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개소(19.3)
범죄, 화재, 각종 재해 예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19.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24시간 비상체계, 진단검사 6만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5천명
긴급재난지원급 10만 가구, 613억원
이자지원 2천건, 상품권 400억원

20. 공감·소통 행정 강화

친절,질서,청결,나눔 목포사랑 운동
온라인 소식지 낭만항구 목포 게시
페이스북, 유튜브 등 6개 채널 구독자 6만여명
시민청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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