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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017-01-01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안내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바다분수에 보내주시는 깊은 성원과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바다분수의 사연신청과 신청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받습니다. 운영진이 이벤트 준비시 홈페
이지 회원 정보를 사용하여 진행해 드리므로,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정확한 ..

320  
2017-01-01
바다분수 이벤트 신청시 주의사항 안내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많은 사연과 이벤트 신청에 깊은 감사드립니다.사연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레이저 문구와 안내방송 제작 등의 준비를 위해 최소 1일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2. 이벤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채택 순위
는 선착순과 신청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3. 레이저 문..

319  
2022-11-29
2023 춤추는 바다분수 정기공연 미운영 알림

춤추는 바다분수 정기공연 미운영 알림 노후화에 따른 기능개선공사로 인하여 2023년 춤추는 바다분수 정기공연은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
다. ※향후 공연일정 변경 시 팝업 공지 ☆목포해상W쇼 공연 안내(예정)☆ 일 시 : 4~11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20시 장 소 : 평화광장 해상무대 (뮤
지컬공연+유람선불꽃쇼) 희망찬 도약!..

318  
2022-04-01
2022 춤추는 바다분수 정기공연 안내

☆ 바다분수 정기공연 : 4월22일(금) ~ 11월30일 6월~8월 화,수,목,금,일 20:00,20:30,21:00 3회 운영 ☆ 목포해상W쇼 : 6월 ~ 11월(매주 토요일) 
바로가기 http://mokpowshow.co.kr/index.html

317  
2021-11-09
11월9일(화) 기상악화에 따른 공연 취소 안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 기상악화로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오늘(11월9일)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316  
2021-10-27
춤추는 바다분수 (11월)공연 재개 안내

춤추는 바다분수 (11월)공연 재개 안내 11월2일~30일까지 춤추는바다분수 공연이 정상운영 되오니 관람객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2021년 춘추기(9월~11월)공연시간 안내 (평일)화,수,목,일 20:00, 20:30 춤추는 바다분수 2회공연 (주말)금,토 20:00 ~ 목포해상W쇼 공연 (사
연이벤트) - 화,수,목,일 ..

315  
2021-10-19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잠정 중단

열린광장 > 공지사항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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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 운영을 잠정 중단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정상재개 될 예정입니다. 이용
에 불편 드려 죄송하오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61-284-8580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314  
2021-08-10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 따른 공연 중단(안내)

현재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 운영을 중단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정상재개 될 예정입니다. 이용
에 불편 드려 죄송하오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61-284-8580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313  
2021-07-06
7월6일(화) 기상악화에 따른 공연 취소 안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호우특보에 따른 기상악화로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오늘(7월6일)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습니
다.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312  
2021-07-03
7월3일 춤추는바다분수 공연 취소 안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되어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오늘(7월3
일)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311  
2020-11-11
2020~2021 춤추는 바다분수 동절기 휴지기간 안내

2020년 올 한해, 아름다운 사연과 감동적인 공연으로 사랑받았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동절기 장비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2020년 12월1일~202
1년 3월31일 까지 동절기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2021년 4월1일부터 더욱더 감동적인 공연과 화려한 분수쇼로 관람객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 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 맛..

310  
2020-09-07
2020년 9월8일(화) 공연 재개 안내

2020년 9월8일(화) 춤추는바다분수 공연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기두기로 중단되었던 춤추는바다분수가 9월8일(화) 부터 공연이 정상 
재개 됩니다. 전화 061-284-8580 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  
2020-08-21
코로나19 사회적2단계 격상에 따른 공연 중단 안내

현재 전남도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을 22일(토) 부터 모든 공연 운영을 중단하오니 관람객과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61-284-8580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308  
2020-07-31
춤추는바다분수 8월1일(토) 사연이벤트 접수마감 안내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8월 1일 (토요일) 바다분수 사연신청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인해 전체 마감되었습니다. (7월 30일 기
준)

307  
2020-07-23
(7월23일)기상악화에 따른 공연취소 안내(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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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2020-07-23
(7월23일)기상악화에 따른 공연취소 안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호우특보 및 강풍예비특보 발효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춤추는바다분수 운영규정에 따라 , 오늘(7월
23일)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306  
2020-07-19
(7월19일)-강풍으로인한 공연 취소 안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강풍으로 관람객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오늘(7월19일)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관람객 여러
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305  
2020-07-03
춤추는바다분수 7월4일(토) 사연이벤트 접수마감 안내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7월 4일 (토요일) 바다분수 사연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인해 전체 마감되었습니다. (7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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