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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목포진

목포 역사의 시작, 목포진

목포진은 조선시대 수군의 진영(鎭營)이며 목포영·목포대라고 불렀고 만호(萬戶)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만호영·만호진·만호청
이라 부르기도 했다. 지리상으로 볼 때 목포는 영산강 하구를 안고 있으며, 바다로 연결되는 지리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
며, 호남과 경상남부지역으로 통하는 세곡 운반로로 사용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목포는 조선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주목받게 되었다.

1439년 (세종21년) 처음 목포진의 설치가 재가 되었으며, 성의 모습이 갖추어 진것은 1502 (연산군 8년)으로 전해진다. 문헌비
고에 의하면 당초 진성의 규모는 석축둘레 1,306척, 높이 7척 34촌이었으며, 우물과 못이 각 1개소씩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목
포진은 한반도 서남해의 방어지역으로써 그 역할을 다 했으나 1895년 (고종 32년) 7월 15일 고종 칙령 제141호에 의해 폐진 되
었다.

만호진이 설치된 정확한 연대는 세종 21년(1439년 4월 15일) 의정부가 무안 현의 목포는 왜적침입의 요해처이므로 만호를 파
견하고 병선을 주둔토록 건의하여 세종의 재가를 받아 냈다. 이것이 목포만호진의 역사적인 출발점이다. 현재의 목포진 자리에
목포진성(城)이 처음으로 구축된 것은 연산군 8년 어간임이 밝혀지며 당시 중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0시~0시

무료

주차장 없음

없음

주소 목포진길11번길 1-5 (만호동)

전화 061-270-8291

추천 9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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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폐진 직후인 개항당시만 해도 청사의 일부가 남아있어 무안감리서, 일본영사관 또는 역국사관 기지로 사용 되다 훼손되어 목포
진 유적비만이 남아있던 곳을 2014년 현재의 모습으로 일부 복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던 군사기지가 120여년만에 역
사공원으로 복원돼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포는 수군진과 관련하여 5백여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목포진은 한반도 서남해 방어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들 수
있고, 또한 이곳이 목포의 역사를 실증하는 최초의 장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포라는 지명이 옛 문헌상
등장하는 내용 중 지금의 목포와 지리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때가 바로 목포진이 설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목
포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곳에 수군진이 설치됨으로써 이후 개항 전까지 목포역사의 제1기
라고 할 수 있는 약 5백여 년동안 적에게는 불리하고 아군에게는 유리한 군사 요해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성격을 목포
에 부여시켜 주는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유적 답사를 한다면, 바로 이곳 목포진 역
사공원 목포진터가 목포답사의 일번지가 되어아하는 것은 그런 의미 떄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목포진역사공원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목포 앞바다가 굽이지며 흐르는 영산강물이 목포 앞바다로 흐르고, 삼학도가 흘러가다
우뚝 멈춘 듯 바로 목포진 앞에 서있고 유달산 아래 작은 섬사이로 수없이 왕래하는 배들을 지켜보는 형세이다. 

<문화재 정보>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137호 목포진지 (木浦鎭址) 
분 류 :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시설 
수량/면적 : 135.5 
지정(등록)일 : 1987.01.15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만호동 1-56번지 
시 대 : 조선시대 
관리자(관리단체) : 목포시 

(http://www.mokpo.go.kr)



관련 여행코스

목포 하루 여행

낙조대 > 유달산 노적봉 > 이훈동정원 > 목포근대역사관 2관 > 목포진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이난..

코스 자세히 보기

역사유적 1박2일여행

유달산 노적봉 > 목포시사 > 오포대 > 목포근대역사관 1관 > 목포근대역사관 2관 > 이충무공유적지 > ..

코스 자세히 보기

역사유적탐방 당일여행

유달산 노적봉 > 목포근대역사관 2관 > 목포진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이난영공원 > 갓바위(해상보
행..

코스 자세히 보기

목포여행1박2일

유달산 노적봉 > 목포근대역사관 2관 > 목포진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 이난영공원 > 독천식당 > 낙..

코스 자세히 보기

위치 및 주변정보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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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목포진

목포시 목포진길11번길 1-5

061-270-8291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http://www.mokpo.go.kr)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7450
/tour/attraction/area?search_cate11=01


목포진 : 목포시 목포진길11번길 1-5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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