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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총8천만원고료 목포문학상 작품공모
[제15회] 총8천만원고료 목포문학상 작품공모 ▶공모분야 및 시상 -응모기간:23.5.1(월) ~5.31(수)

[박화성소설상] -시상금:7천만원(1명) ※숮상작은 문학과지성사에서 단행본 출간 -장르 : 장편소설

-제출작품 : 1편(200자 원고지 700매 이상) ※A4 3장 이내의 시놉시스 첨부 [목포작가상- 본상] -

시상금:3백만원(2명) -장르:전장르(시,시조,소설,수필,아동문학,화곡 등) -제출작품 : 최근 2년내

발간한 창작집(2021.1.1~2022.12.31) [목포작가상- 작품상] -시상금:2백만원(2명) -장르 : 시,시

조,동시,소설,수필,동화,평론,희곡 -제출작품:1편 ※박화성소설상 및 목포작가상 작품상은 미발표

(인터넷 매체포함) 창작품이어야 함. ▶주최/주관:목포시/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후원 : (주)문학

과지성

노출기간 : 2023-05-19 ~ 2023-05-31

URL : /munhak/customer/news?idx=513134&mode=view

영화가 있는 문학관
2023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 영화가 있는 문학관 늦은 저녁 19:30 5월 25일(목) 나를 위한 영화 6

월 22일(목) 여성, 그 시선을 넘어 7월 27일(목) 영화 속 여행 9월 15일(금) 스크린 속 문학 10월26

일(목) 음악에 취한 영화 신청하기 문학관 옥상 루프탑에서 감상하는 독립예술영화 CINEMA IN

LITERATURE MUSEUM

노출기간 : 2023-05-09 ~ 2023-10-26

URL : /munhak/event_award/event/munhak_event

[제15회] 총8천만원고료 목포문학상 작품공모
[제15회] 총8천만원고료 목포문학상 작품공모 ▶공모분야 및 시상 -응모기간:23.5.1(월) ~5.31(수)

[박화성소설상] -시상금:7천만원(1명) ※숮상작은 문학과지성사에서 단행본 출간 -장르 : 장편소설

-제출작품 : 1편(200자 원고지 700매 이상) ※A4 3장 이내의 시놉시스 첨부 [목포작가상- 본상] -

시상금:3백만원(2명) -장르:전장르(시,시조,소설,수필,아동문학,화곡 등) -제출작품 : 최근 2년내

발간한 창작집(2021.1.1~2022.12.31) [목포작가상- 작품상] -시상금:2백만원(2명) -장르 : 시,시

조,동시,소설,수필,동화,평론,희곡 -제출작품:1편 ※박화성소설상 및 목포작가상 작품상은 미발표

(인터넷 매체포함) 창작품이어야 함. ▶주최/주관:목포시/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후원 : (주)문학

과지성

노출기간 : 2023-05-02 ~ 2023-05-18

URL : /munhak/customer/news?mode=view&idx=509818

2023년 상반기 목포문학관 문학프로그램 수강생모집
2023년 상반기 목포문학관 문학프로그램 수강생모집 접수기간 : '23.3.29 ~ 모집정원 마감까지

접수방법 :목포문학관 홈페이지 접속>교육프로그램 >문예대학/어린이문학교실> 교육신청 목포문

학관 홈페이지www.munhak.mokpo.go.kr 운영강좌 : 1.시창작반 2.소설-인문학반 3.몸으로 읽는

그림책(초등 1~3학년) 4.마음을 사로잡는 어린이 스피치(초등 3~6학년)목포시 (목포문학관) 문의

전화 061-270-8400 

노출기간 : 2023-03-21 ~ 2023-04-30

URL : /munhak/exhibit_education/education/reserve

문학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동심으로 함께 걷는 어깨동무 동시 숲..
2023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학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동심으로 함께 걷는 어깨동무 동

시 숲! (성인동시창작반 · 어린이글쓰기반 · 독서동아리반)

노출기간 : 2023-03-22 ~ 2023-12-31

URL : /munhak/exhibit_education/author_program

목포문학박람회
목포문학박람회 MOKPO LITERARY EXPO 2023. 9. 14. ~ 9. 17 근대문학의 시작 목포에서! 문

학을 즐기고, 문학과 함께 해요

노출기간 : 2023-02-27 ~ 2023-09-17

URL : http://mplexp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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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작가와 문학산책
상주작가와 문학산책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3-03-10 ~ 2030-12-31

URL : /munhak/customer/literature_stroll_board

[제15회] 총8천만원고료 목포문학상 작품공모
[제15회] 총8천만원고료 목포문학상 작품공모 ▶공모분야 및 시상 -응모기간:23.5.1(월) ~5.31(수)

[박화성소설상] -시상금:7천만원(1명) ※숮상작은 문학과지성사에서 단행본 출간 -장르 : 장편소설

-제출작품 : 1편(200자 원고지 700매 이상) ※A4 3장 이내의 시놉시스 첨부 [목포작가상- 본상] -

시상금:3백만원(2명) -장르:전장르(시,시조,소설,수필,아동문학,화곡 등) -제출작품 : 최근 2년내

발간한 창작집(2021.1.1~2022.12.31) [목포작가상- 작품상] -시상금:2백만원(2명) -장르 : 시,시

조,동시,소설,수필,동화,평론,희곡 -제출작품:1편 ※박화성소설상 및 목포작가상 작품상은 미발표

(인터넷 매체포함) 창작품이어야 함. ▶주최/주관:목포시/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후원 : (주)문학

과지성

노출기간 : 2023-03-03 ~ 2023-05-02

URL : /munhak/customer/news?mode=view&idx=509818

목포문학관 임시휴관안내
목포문학관 임시휴관안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디지털 체험형 문학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목포문학관 실감콘텐츠 구축 공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휴관을 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

니다. ※ 문 의 처 : 061-270-4050

노출기간 : 2023-01-20 ~ 2023-02-18

URL : #none

이경철 시인 초청 특강
이경철 시인 초청 특강 어떤 시가 좋으며 어떻게 써야할까? 일자:2022.11.12(토) 오후4시 장소:목

포문학관 문학체험실 주최·주관:목포시

노출기간 : 2022-11-08 ~ 2022-11-13

URL : #none

목포문학을 찾아라! 목포문학탐방대
지역문학관특성화 프로그램 목포문학을 찾아라! 목포문학탐방대 - 신청자격:목포문학에 관심있는

단체 (20명내외) - 신청기한:2022.10월~11월(선착순 15단체) - 신청방법:목포문학관 홈페이지 -

문의:목포문학관 T.061-270-4050 주최·주관:목포시 후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관협회 신청

하기

노출기간 : 2022-10-18 ~ 2022-12-01

URL : /munhak/exhibit_education/literary_tour/munhak_tour

목포 헌책페어 북토피아
목포 헌책페어 북토피아 10. 22. (토) - 23.(일) 10시 - 17시 목포문학관 일원(목포시 낭농로 95)

노출기간 : 2022-09-26 ~ 2022-10-23

URL : https://www.mokpo.go.kr/munhak/event_award/used_book_info

시월애
시월애 2022.10.7(금)~10.29(토) 목포문학관 목포문학여행 10.07(금)차범석 학술대회 14:00, 연

극공연 귀향 19:30 창고극장 10.08(토)김우진 문학제 14:00, 연극공연 귀향 18:00 창고극장

10.15(토)청소년시낭송대회 10:00, 박화성 백일장대회 10.22(토)목포헌책페어_북토피아

10:00~17:00,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13:00 10.23(일)목포헌책페어_북토피아 10:00~16:00

10.29(토) 김헌 문학축전 14:00 작가와의 만남 문학길탐방 재즈 문학콘서트 문학 특별전시 체험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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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토) 김헌 문학축전 14:00 작가와의 만남 문학길탐방 재즈 문학콘서트 문학 특별전시 체험

공연 등

노출기간 : 2022-10-06 ~ 2022-10-30

URL : https://www.mokpo.go.kr//images/munhak/popup/pop_link_221006.jpg

시월애 목포문학여행 2022 목포독립서점페스티벌
시월애 목포문학여행 2022 목포독립서점페스티벌

노출기간 : 2022-08-29 ~ 2022-10-01

URL : #none

김지하 문화제
초대합니다. 시인의 고향 목포 김지하 문화제 일시:2022.8.27.(토) 13:30 장소: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 강당 주최:목포김지하문화제추진위원회 · (재)아시아인문재단 후원:목포시 주요행

사: 식전행사(씻김굿&amp;소리), 송순단(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조교) 김지하'삶과 문학 그리고

목포'토크, 작품 낭송, 노래 및 전시, 임진택 창작판소리 공연 등

노출기간 : 2022-08-19 ~ 2022-08-27

URL : #none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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