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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행정정보원문공개를기피하고

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비슷한규모의

다른자치단체에비해원문정보등록건수

공개율이현저히낮아정책의투명성을높

여국민과의소통을확대하려는정부방침

에역행한다는목소리가높다 수차례지적

광주일보 2017년 10월 24일 11면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행정 책임자인 박홍률 목포시장의 의지가

반영된것아니냐는말도나오고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의 행정정

보원문정보공개율은지난달15일기준으

로 556%로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는 국장급부단체장 급

이상 결재 문서의 경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원문을공개하고공

개로분류하는모든공문서는별도의청구

절차없이사전에공개하도록한제도다

국민에게필요한정보를미리투명하게

공개하고공유하면서소통하겠다는게제

도의 핵심취지로 국민이 정보공개를청

구하기전에사전에정보를공유하려는적

극적인의지가반영된정책이다

목포시는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에 등

록하는원문정보수치도타자치단체에비

해 현저히 적고 공개하는 경우도 낮은 것

으로조사됐다

목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보공개포

털에 등록한 원문정보는 2965건으로 이

가운데 공개한 문서는 1649건(556%)에

불과하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

에비해턱없이적다

여수시의 경우 같은 기간(2017년 1월1

일12월 15일) 원문정보 등록건수가

5113건(공개문서 4240건공개율 829%)

에 달했다 광양시는 4457건을 올리고

3233건을공개 725%의공개율을기록했

고 나주시도 5495건의 문서를 등록하고

4062건을 공개(공개율 739%)한 것을 감

안하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목포시는 지난 2016년에도 전남지역에

서가장낮은원문정보공개율을기록했다

전남도에따르면지난 2016년(1월1일

12월31일) 목포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672%로전남 22개 자치단체중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672%이던공개율이지

난해 556%로낮아지는등시간이지나면

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공개를 꺼리

는경향을보이면서정책의불투명성이심

각하다는지적이제기되는실정이다

국민이정보공개를청구하기전에시민

에게 필요한정보를 미리공표 이용 편의

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맞

지않다는점에서행정책임자인자치단체

장의지와연계하는시각도감지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행정정보공개제도취지와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지만 개선 되지 않아 대

책이시급하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의행정정보원문

정보평균공개율은 810%로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고하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

관건립공사가오는 3월첫삽을뜰것

으로보인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국립호남권생

물자원관 사업비가 534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건립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

관은 애초 474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

되면서 시설 규모도 1만296에서 1만

721로확대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부지 9만

4116에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지

어지며전시동연구동수장동교육동

등이들어설예정이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밟

고 있으며 조달청의 건축공사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중으로낙찰자가결정되

면 3월께 착공 2019년 말 완공을목표

로하고있다

목포시는고하도에설치될해상케이

블카와 연계 관광객 볼거리를 확충하

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기대하고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이한결

편해졌다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가 시

행되는가 하면 버스 교통카드 할인이

확대되고공공형 100원택시운행도시

작되면서다

목포시는 개인택시 926대와 법인택

시 622대 등 모두 1548대에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를본격시작했다고 7일밝

혔다

안심 귀가 서비스는 택시에 블루투

스송신기를설치 타고내릴때문자메

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승객의보호자가자녀나가족친구

동료가탄택시의탑승시간및이동경

로 차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는게장점으로꼽힌다

서비스를받으려면먼저스마트폰에

서 안심택시 전용 앱을 내려받아 실행

해야 한다 본인의 승하차 정보를 보

낼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앱을 실행하

면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활성

화되면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이 편

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

게될것이라고말했다

100원택시도운영된다

목포시는삼향동월산산계마을옥

암동 장재옥암 마을 등 4개 자연마을

을대상으로 공공형 100원택시 를운

영하기 시작했다 버스승강장에서 마

을회관까지 거리가 400m 이상이고 간

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제공을위한것으로 해당지

역 60세 이상 및 중고등학생 270여명

들은 월 6차례 이용할 수 있다 운행구

간은마을회관에서버스터미널까지다

앞서 목포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민부담을줄이기위해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폭을 확대했

다인요금은기존 1300원(교통카드기

준)에서 1250원으로 내리고 중고교생

은 950원에서 900원 초등학생은 600

원에서 550원좌석형버스요금도 1850

원에서 1800원으로낮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복합매장사진

이최근개소했다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이 운영하는 매

장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금

융점포농사랑카페등으로운영되며2층에

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만드는농가레스토랑이들어설예정이다

목포농협로컬푸드복합매장은사전잔

류 농약검사를 실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고객들에게 신선하

고안전한농산물을저렴하게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수 조합장은 생산자와 지역민이

상호만족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 지역

에서농업인들이애써가꾼신선한농산물

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남도지역도자기들의창의성을엿볼수

있는전시가마련됐다

7일목포시에따르면목포생활도자박물

관은오는 3월 29일까지 남도에서도예를

빚다전을열고있다

이번 전시는 생활도자박물관이 소장중

인 지역 도예가 작품과 국내 최초 산업자

기 회사인 ㈜행남자기 홈세트 등의 작품

22점이전시된다

남도 지역은질좋은흙과천혜의운송

로인 바닷길을 바탕으로 도예문화가 번

성해 도공이 많고 도요지가 산재한 점 등

으로 지역 도자기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자리이기도하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지난 2006년 개

관한 시설로 목포자연사박물관 국립해

양문화재연구소 목포문학관 등과 지역

대표적테마박물관중한곳으로꼽힌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행정정보 원문공개 기피 여전

공개율 556%로전남최저전년도보다 116%P 낮아져

정책불투명성지적속여수 829%광양 725%와 대조

고하도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3월 첫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조감도

하나로마트로컬푸드복합매장개소

남도에서도예를빚다展

생활도자박물관 3월29일까지

목포시민대중교통이용더편해졌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시작

버스교통카드할인확대

공공형 100원 택시 운행

534억 투입 9만4116 규모

전시동수장동등내년말완공

행정정보원문공개율

기관명
2016년

총계 158025 133139 843

전라남도 22915 19547 853

강진군 3048 2461 807

고흥군 6042 5353 886

곡성군 5263 4121 783

광양시 4126 3158 765

구례군 3856 3451 895

나주시 5017 3836 765

담양군 7059 5538 785

목포시 2829 1900 672

무안군 5254 4020 765

보성군 7676 6950 905

순천시 6196 4260 688

신안군 8132 6170 759

여수시 4881 4238 868

영광군 4321 3917 907

영암군 7825 7265 928

완도군 5331 5015 941

장성군 13394 11979 894

장흥군 6955 6542 941

진도군 6757 5017 742

함평군 4102 3196 779

해남군 13973 12741 912

화순군 3073 2464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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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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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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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

2534

2017년

179565

44537

3147

1033

5203

4457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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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2965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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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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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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