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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각종환경영향대책을마련하고친환경공

법을전격도입하기로했다

고하도(기점)와 유달산(종점)을 연결하

는 해상케이블카는 총 연장 3234(해상

082 육상 2414)에 폭 10m로사업비

498억원이 투입돼오는 2018년 완공예정

이다

지난30일목포시가공개한환경영향평가

서에따르면해상케이블카설치와관련해설

치될각종시설물이차지하는면적은총5만

2593(1만6000평)인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고하도승강장이 1만1539

에 15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되고 유달산

승강장은3789에 25대의주차면이조성

된다 표고 129m에 3789 규모로상부승

강장이 들어서며 선하지 및 지주는 3만

3823(해수면 8465포함)을차지한다

특히해상케이블카설치사업시행에따

른 자연생태 환경 대기 환경 수 환경 토

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결과 ▲승강장

및지주공사로인한지형변화▲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과 비산먼지

증가 ▲강우 시 토사유출 ▲오수 및 폐기

물발생등의영향이예상됐다

이에따라목포시와시공사인목포해상

케이블카(주)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해시공공법을헬기를이용한방법에

서가설삭도를통한방식으로변경했다

또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주 타워(T

4 T5)는 강철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은각형에서원형단면으로바꾸고외

장 디자인도 학을 컨셉으로 삼았다 지주

위치(T11 T12)는 능선부 등산로에 지주

를이격해설치하기로했다

이어주변경관과의이질감을줄이기위

해사업구간주변경계부에수목을식재해

차폐효과와주변산지등환경과의조화를

유도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각종 민원 발생에 대비해 사

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공사차량이동로주기적살수▲

작업장및운행도로에서의공사차량속도

제한(20hr) ▲과적재 엄격한 제한과

장비 분산투입 ▲공사 시 고진동 장비 사

용지양등각종대책을마련할방침이다

특히 사업대상지대다수가산림이라는

점에서육상동물의서식환경에변화가발

생될 것으로 예상돼 주변 동식물들에 미

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생태계교

란생물 확산 방지 ▲서식지 간섭 영향 최

소화 ▲야간공사 지양 및 단계별 공사 시

행 ▲공사인부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저

감방안을수립시행하기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다각적으로종합검토해항목별로수행

가능한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면

서 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 사

후 환경영향조사와 합리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최적의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해상케이블카 조성 친환경 공법 도입

市 다양한환경영향대책마련

동식물서식지경관훼손최소화

사업구간주변경계부수목식재

사후환경영향조사도실시

총연장3234

(해상 082 육상 2414)

사업비498억원 투입

완공연도2018년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목포시가 유달산고하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설치의첫관문인유달산주차장

과고하도주차장조성에나선다

지난 30일목포시에따르면최근죽교동

519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달 근린

공원주차장)사업과 달동 8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한실시계

획을 고시했다 리라유치원 건너편에 들

어서는유달산주차장은총면적 2만4869

(주차장 2만4024 도로 426 녹지

419)에잔디 499면 아스콘포장38면등

총 537대의 주차면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41억9900만원으로 목포시가 14억원을 투

자하고민자 27억9900만원이투입된다

또 공생재활원부근에들어서는고하도

주차장은 총 면적 1만7429에 잔디 365

면 아스콘 포장 18면 등 총 383대의 주차

면이 조성된다 사업비 32억원은 목포시

와민자각 50%비율로부담한다 한편유

달산 주차장은 올 연말에 고하도 주차장

은 2018년말완공될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유달산고하도주차장조성박차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고시

목포시가지난2004년평생학습도

시로 지정선포된 이후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큰성과

를거두고있다

목포시는 시민의 새로운 지식 습

득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다고지난 30일밝혔다

시는 올해도 평생교육 문화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강좌 배달 ▲주민

사랑방프로그램▲목포시민아카데

미강좌▲성인문해교육등4대핵심

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찾아가는 강좌 배달은 언제 어디

서나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배움을

배달하는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로

목포시 강사은행에 등록된 외국어

요리공예요가 등 각 분야의 강사

106명중시민이원하는분야의강사

를무료로파견해주는사업이다

관내근무직장인등 7인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매년 3월부터 11월

까지 팀별로 취미강좌는 10회 학습

강좌는 15회까지 지원된다 이는 학

습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학

습자가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를

파견해주민의다양한학습욕구를충

족시켜주는효과를거두고있다

또 시는 시민 누구나 주민 센터를

찾아원하는강좌를배울수있게 주

민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단위소규모평생교육확대에앞장서

고있다

관내 23개동주민사랑방에서문화

여가관련 28개 시민교육관련 20개

주민편익 관련 53개 지역복지 관련

8개 등 총 109개의 프로그램(3월말

현재)을 운영중이며 시민 3000여명

이참여하고있다

시는 특히 평생학습축제 평생학

습 동아리 발표회와 전시회 동별 주

민 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 등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공연과 작

품을선보이는별도의자리를마련해

평생교육이념확산과자아실현에지

대한공헌을하고있다

이와 함께 시는 21세기 세계화정

보화 시대에 새로운 지식 습득과 평

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목포시민

아카데미강좌도운영중이다

시민 아카데미 강좌는 매월 셋째

주화요일에일반시민 공공기관 공

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0년

넘게 지속돼 온 이 강좌는 지금까지

총 134차례 진행돼 평생학습도시 목

포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되고있다

이어 시는 비문해 성인이주외국

인등을대상으로주민센터 11개소와

문해교육기관 12개소에서성인문해

교육도실시하고있다

시는이를위해각종지원사업공모

를통해국비를추가로확보하고현재

900여명의수강생들이향학열을불태

우고있다 연말엔수강생들을대상으

로백일장을개최해그동안배웠던실

력을뽐낼기회도마련하고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평소 평생교

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

해 시민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사

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

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경찰은 최근 목포농수산물유통센

터에서 범죄예방 최우수(주차장)시설 인

증패수여식을했다고지난 30일밝혔다

사진

범죄예방우수주차장인증제는범죄예

방진단팀(CPO)이직접현장을진단분석

하고 범죄안전이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

경찰서장명의의인증패를수여하는제도

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는 지난 1월 매

장 및 주차장내 설치된 CCTV 112대를

210만화소로개선하고 통제실내장비본

체와 모니터를 전면 교체한 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인증을신청했다

우수주차장인증은 2년간유효하며 2년

마다재인증에나서는등우수시설이유지

관리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박희순 목포경찰서장은 향후 대형마

트아파트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을실시할계획이라고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dss6116@

평생학습도시목포시가관내 23개 동 주민사랑방에서총 109개의 프로그램

을운영 시민 3000여명의자아실현에기여하고있다 사진은부주동기타교

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평생학습있어행복한목포
찾아가는강좌시민 아카데미등 4대 프로그램운영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에범죄예방최우수시설인증패

목포항 물동량 증가에 수출 자동차가

효자노릇을톡톡히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30일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따르면

3월목포항처리물동량이 620만t으로전년

같은기간562만t대비103%증가했다

수출자동차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8만

1333대 대비 854% 증가한 15만828대를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기아 수출자동차

는전년동기 8만1100대 대비 134% 증가

한 9만1987대를처리했다

특히 환적자동차는 5만8841대를 처리

해 전년 동기 238대에 비해 247배 급증했

다 지난 3월말 기준 월평균 1만9613대를

처리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1만1483대를

크게웃돌고있다

반면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철재

와모래 시멘트등주요품목들의물동량

은감소했다

철재의 경우 조선업체의 선박수주량이

급격하게감소함에따라 3월말기준 111만

t으로전년같은기간 143만t대비 22%감

소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항물동량 103% 증가수출자동차가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