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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시민이행복한 목포시에호남

권 최초로 글로벌 인재육성의 산실이 될

영어도서관이오는 3월문을연다사진

총사업비 20억(국비 50% 시비 50%)원

이투입된이도서관은부지 2476 연면

적 953(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6월말

준공됐다

준공이후목포시는그동안목포영어도

서관을 호남제일의 교육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기위해영어원서 1만여권

을 비롯한 300여종의 DVD(Ebook) 등

풍부하고다양한영어콘텐츠를구축해스

마트도서관을탄생시켰다

도서관 1층은 다양한 영어원서가 비치

된종합자료실과영유아자녀와부모가함

께하는 키즈 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북

카페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 100%

영어활용 공간인 2층에는 멀티룸 스터디

룸 정보화실 세미나룸등이구비돼영어

공부는물론글로벌시대에필요한문화적

소양을키울수있는공간으로꾸며졌다

특히 이도서관은어린이자료실과모자

열람실 일반자료실 일반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가족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는 석

현동목포어린이도서관옆에있다는점도

장점으로꼽힌다목포시는앞으로어린이

들의 정서함양과 책 읽는 습관 형성에 시

너지효과를낼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 다양하고재미있는콘텐츠구성으로

자연스럽게영어에노출될수있도록꾸며

져어린이들의영어에대한거부감을없애

는데도크게일조할것으로전망된다

박상범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단순한

도서 대출과 학습장소를 넘어 교육문화

여가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음식축제먹거리포차목포도시재생활기

목포시가 침수도시 오명을 벗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대대

적인하수도시설확충에나선다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은 21일 도시

계획 구역 내 시가지가 확대 개발 인구

변동 하수도 사업 등 기 수립된 목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전반에 걸쳐 변경

요인이발생해하수행정의기본방향설

정을위해기본계획변경을추진하게됐

다고밝혔다

사업기간은올 1월부터오는 2017년 5

월까지로 12억원의사업비가투입된다

상하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오는

4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예정이다

이번용역에는▲계획하수량및계획

수질 산정 관거계획 ▲공공하수처리시

설 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하수슬

러지 처리처분 계획 수립 ▲공공 하수

도대장(캐도도면)맨홀과관거조서작

성등이담기게된다

또 사업단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대한하수도시설확충등정비대

책도함께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6억원(국비 102억

시비 14억)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한

2017년 78억원(국비 34억 시비 44억)과

2018년 78억원(국비 34억 시비 44억) 등

총 350억원이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총 185(신설 898m 개

량 959m)에 달하는

관거를정비하고빗

물펌프장 2개소와

저류시설 1개소를

신설하는것이골자

다

이와 함께남악신

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백련배수

펌프장 신설공사

북항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 사

업 상동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 정

비사업등도순조로운공정을보이고있

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침수도시 오명 벗기하수도정비박차

호남 첫목포영어도서관내달개관

글로벌인재육성산실기대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해양레저스포

츠 관광 창의인재 교육 특성화사업단(단

장 심원섭)과 스포츠산업연구소(소장 김

선희)는 지난 16일부터 18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목포대 도림캠퍼스 플라자60에

서 제5회차세대스포츠과학자아시안포

럼을공동주최했다고 21일밝혔다

이번포럼의 주제는관광 문화 산업으

로서스포츠의역할과과제로진행됐다

포럼에서주제강연을맡은캐나다알버

타 대학의 Tom Hinch 교수는 스포츠 관

광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The Industry

and Culture of Sport Tourism The

Roles and Challenges for Re�

searchers란주제로발표를해관심이집

중됐다

특히이번포럼에서는 3개의 2016 Best

Student Paper Award가주어졌는데이

중 목포대 전호문 교수 지도로 조사랑 최

동찬 김애진 장민명학생이연구한 A S�

tudy on a Sports Event Development

Case  With a focus on a Healing

leisure sports event란 연구물이 2016

Best Student Paper Award를 수상하

는성과를내기도했다

이와함께해양레저스포츠관광특성화

사업(CK1)의섬관광테마기획아이디어

교육 결과물을 연구과제로 확대해 2개 팀

이포스터발표에참가했다

특히 이들 2개 팀은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s�

landBased Leisure Sports Tourism

Products With a focus on the case

of Imja Island(김선희 교수 지도박진

섭 허희주 최미정 김민지 학생 연구)와

A Study on Bigeum Island an Island

of Salt With a case of plans to link

it with Leisure Sports Tourism(황두현

교수 지도오태양 김민아 이철형 이지

영학생연구)을주제로포럼현장에서영

어로발표하는등세계적인실력을뽐내기

도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대 차세대스포츠과학자아시안포럼 성료

말 많던 목포시 도시재생선도 사업이

코디네이터단 구성과 함께 조직이 안정

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있다

목포시는 이달 초 도시재생사업의 추

진동력이될서포터즈 47명을 선발해공

식발대식을가진데이어 도시재생전략

계획및선창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아

이디어공모에나섰다

또 올 상반기▲먹을거리 포차와마을

학교운영▲도시재생어울림회관조성

▲마인계터 예술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하기로하고구체적로드맵을내놨다

이에 도시재생선도 사업의 시너지 효

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올상반기추진

될각종사업들을살펴봤다

먹통으로 승부먹통은 먹거

리로통하다의이니셜로핵심슬로건이

다 도시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침

체된 원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로 먹거리가 최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

한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기로했다

음식문화축제개최와먹거리포차운

영이그대표적케이스다

목원동 중앙식료시장 일원에서 열릴

음식문화축제는 전통음식다문화음식

퓨전음식 요리경연을 펼치는 목포음식

요리경연대회가하이라이트다 또시장

룩 패션쇼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옛날 간식옛날 음식다문화 전통

음식판매장등다양한부대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지난해처음열린이축제는 12월초에

열려 추운 날씨와 먹거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5월 20일21일로

앞당겨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

기위해오는 3월한달동안전문요리학

원과 연계해 마을학교 운영에 들어간

다 이 마을학교교육을통해 1음식 1만

원대의저렴한메뉴를개발한다는게사

업단의복안이다

또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해 먹거리

포차도운영한다

사업단은 중앙식료시장 인근에 위치

한길이 210m 폭 10m의가구의거리를

활용 오는 5월 20일 이후부터 매주 금

토요일총 15대규모의먹거리포차를운

영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4000만원(국비

50% 시비 50%)이 투입된다 목포를 상

징하는독특한디자인으로순수목재포

차를제작해일반포차와차별화를꾀하

고 여기에 아트상품 판매 부스 등도 설

치해벼룩시장의특색도가미된다

어울림 회관과 예술주차장 조성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공동체간 교류는 물론 마을

기업사회적 기업동아리 등과의 협력

이필수다

사업단은 이들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죽동 41번지 구 엘레강스 4층

건물(체육회기부체납)을 리모델링해오

는 6월말까지 도시재생 어울림 회관조

성에나선다

1층에는 주민 공동 작업실과 다목적

실 2층에는 홍보전시관이 들어서고 3

층은도시재생지원센터가입주하고 4층

은공동체모임과동아리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총 6억원

(국비 50% 시비 50%)이소요된다

또 사업단은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는기반시설조성이가장시급한과제

로보고 주차장조성에박차를가한다

죽동 171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이

주차장은연면적 3151로총주차면수

는56면이다특히사업단은이주차장이

도시재생선도지역내랜드마크인마인

계터에조성됨에따라벽에나무뿌리형

상등각종디자인을가미한타일을부착

해예술주차장으로꾸며이색적인볼거

리를제공할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도시재생은 침체

된 원도심을 되살리는 새로운 활력이자

핵심 키워드라며 역사중심의 스토리

가 있고 지역중심(location base)의 장

점에 라이프 스타일을 가미한 시설을

담아내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서포터즈대원들이도시재생선도지역내랜드마크인마인계터일대를답사하고있다

오는 5월 20일이후매주금토요일에먹거리포차가운영될가구의거리

서포터즈발대이어용역발주

전국대상아이디어공모나서

도시재생어울림회관 6월 완공

마인계터엔예술주차장조성

상습침수지역인목포시상동버스터미널인근에조성중인상

동초기우수처리시설공사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