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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학산책 ‘목포문학길투어’
한국문학사를 빛낸 지역 대표 문학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문학답사

목포문학길투어는 지역의 대표 문학인들의 생가, 작품배경지 등을 답사하고 문학작품과 연계한 작품공연을 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 문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시민들에게 낭독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는 문학 교육을, 관광객들에게
는 문학관광상품으로 활용하며 지역 문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목포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데 의의를 둔다.

기간 : 연중
대상 : 목포시민 및 학생, 관광객
소요시간 : 각 투어 1회당 120분 내외
운영방법
팀당 15명 이상, 각 투어당 진행 및 전문해설사 1인 이상 배치
투어 전 전화접수(061-270-4055) 후 참가서류(하단 파일 참조) 작성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히 전화접수 후 서류 작성 요망
※ 참가서류는 이메일(mho730@korea.kr) 혹은 팩스 (061-270-8413) 전송

투어명

내용 및 코스
목포 서산·온금동 시화골목길 답사 및 문학체험

시화골목길

투어코스 : 집합(연희네슈퍼) → 시화골목투어→마인드맵을 이용한 시 쓰기, 시로 하는 연극놀이
등
목포 근대 문학길 답사 및 낭독공연
목포 대표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 답사

근대문학길

음악과 문학의 만남, 작품배경에서 낭독공연
투어코스 : 집합(참사랑요양병원) → 남교소극장 → 차범석생가 및 벽화거리 → 하수도공사 배경
지 → 김우진거리 → 김우진 생가터(북교동 성당)
목포문학관 관람 및 목포의 문학비 답사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문학관 체험프로그램 진행

문학관탐방

투어코스 : 집합(목포문학관 로비) → 문학관 해설 및 관람 → 문학비 답사 → 문학관 체험활동 및
강연

시화골목길 세부 프로그램
시간

총120 분

활동명

집합 : 연희네슈퍼

60 분

서산, 온금동 시화골목 투어

60 분

예술과 시의 만남 ( 나도 시인
이다!)

활동내용

집합 후 이동
시 읽어보기
시속의 인물 스토리텔링
시화골목의 시를 골라서 연극놀이
마인드맵을 이용한 시쓰기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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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학길 세부 프로그램
시간

총120 분

120분

활동명

비
고

활동내용

집합 : 참사랑요양병원

집합 후 이동

근대문학길 투어

작가 생가터, 작품배경지 답사(남교소극장, 차범석생가
및 벽화거리, 하수도공사배경지, 김우진거리, 김우진 생
가터(북교동성당) 등)
실제작품배경에서 낭독공연
문학과 음악의 만남, 음악공연감상

문학관탐방 세부 프로그램
시간

활동명

활동내용

집합 : 목포문학관 로비

집합 후 이동

80분

목포문학관 해설 및 관람

해설과 함께하는 목포문학관 답사

20분

목포의 문학비 답사

총120 분

비
고

작가별 문학비 답사
문학비 시 읽어보기
문학관 캐릭터 색칠하기

20분

문학관 캐릭터 만들기

나만의 열쇠고리, 책갈피 만들기
기념 편지 및 엽서 쓰기
스템프 체험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포문학길투어 신청방법
1. 참여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기
2. 목포문학길투어 신청하러 가기
3. 참여신청서 파일 첨부하기
4.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061-270-4052)

목포문학길투어 자료집 다운로드

목포문학길투어 운영안내 및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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