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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일정

10월 4일(금) 행사일정표
10월 5일(토) 행사일정표
10월 6일(일) 행사일정표
10월 7일(월) 행사일정표



목포항구축제 일정표 자세히 보기

10월 4일(금) 행사일정표

구 분 주무대 파시 마당 항구마당

10: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리허설 파시마당

『판열음』

예향남도 여성문화교류
(14:30~16:00)

[푸드]목포밥상
시식-14:00 체험-15:00

15:00~16:00

[마당]항구놀이 열전

총각네 생선가게
어생 경매

16:00~17:00

[푸드스테이지]
쇼미더9味

"이것이 목포탕!”
(16:00~17:00)

 

17:00~18:00

길놀이 집결 및 준비
(17:00~17:50)

[푸드]목포밥상
시식-17:00 체험-18:00

 

"천년의 사랑"
혼례잔치 연행

합근례 등
강강술래

합궁(대동 줄당기기)
낭만항구
목포항
(예총)

갯가풍어길놀이
『천년의 사랑』
(17:50~18:55)18:00~19:00

군악대(10")

서막 "파시풍"(15") 울림장구 난타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축제소개

프로그램 안내 축제일정 커뮤니티

축제/행사 > 목포항구축제 > 지난축제보기 > 축제일정축제일정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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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19244/harbor_schedule.pdf


19:00~20:00
개막

(19:20~19:40)
[마당]파시난장 거리극

리허설(20")  

20:00~21:00
개막축하

"항구음악회"
(20:00~22:00)

파시재현 『나무포』
총각네 생선가게
어생 연계 경매

희망노적회

21:00~22:00
항구마당극
『삼학골 박타세
박을타』

22:00~ 낭만극장 "오션스"   

구 분 주무대 파시 마당 항구마당

10월 5일(토) 행사일정표

구 분 주무대 파시 마당 항구마당

 
 

한선 노젓기 대회
(13:00~15:00)

맨손 물고기 잡기
(13:30~14:00)

 

10:00~12:00

12:00~13:00

[푸드스테이지]
쇼미 더 9味

"이것이 목포무침!"
(12:00~13:00)

13:00~14:00
바다그림그리기대회

리허설

14:00~15:00
평생학습 동아리발표회

(14:00~16:00)

[푸드]목포밥상
시식-14:00 체험-15:00

파시마당
『판열음』

파도소리 앙상블

예다움

15:00~16:00

[마당]항구놀이 열전
드림프렌즈

총각네 생선가게
어생 경매 주안엔젤스

16:00~17:00
리허설 [마당]

파시난장 거리극
전남 재능시낭송

서남권 청소년페스티벌
(16:30~18:30)

[푸드]목포밥상
시식-17:00 체험-18:00

17:00~18:00

파시재현 퍼포먼스
『나무포』

어생 연계 경매
맨손 물고기 잡기

(17:00~17:30)

 

7080리턴즈

18:00~19:00

[마당]항구놀이 열전 트로트 손스타

리허설 선상 파시경매
&중매인 체험

낭만항구 라이브"춤이 있는 가을바다"
이수무용단

(18:40~19:30)
19:00~20:00

항구마당극
『뺑파전』

리허설 윤선영과 오빠야

울림장구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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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1:00

낭만항구 루나
EDM파티

(20:00~22:30)

사랑나눔 앙상블
총각네 생선가게
어생 경매

21:00~22:00
항구 마당극
『품바 품바』

 

22:00~  

구 분 주무대 파시 마당 항구마당

10월 6일(일) 행사일정표

구 분 주무대 파시 마당 항구마당

 

 
한선 노젓기 대회

(13:00~15:00)

맨손 물고기 잡기
(13:30~14:00)

 
10:00~12:00

12:00~13:00

13:00~14:00 시민열창대회
“나는 가수다”
(13:00~15:30)

[푸드]목포밥상
시식-14:00 체험-15:00

14:00~15:00
파시마당
『판열음』

유달국악공연

15:00~16:00

[마당]항구놀이 열전

총각네 생선가게
어생 경매

리허설 주안엔젤스

16:00~17:00
청소년 문화한마당

Dream Hi
(16:00~18:00)

[푸드]목포밥상
시식-17:00 체험-18:00

[마당]
파시난장 거리극

셀룰라이트 포

17:00~18:00

추연화와 국악동아리
『낭랑18세』
어생 연계 경매
맨손 물고기 잡기

(17:00~17:30)

Break Time

18:00~19:00
타악퍼포먼스
『얼쑤』

(18:00~19:00)

[마당]항구놀이 열전 아리랑 시낭송

선상 파시경매
&중매인 체험

윤선영과 오빠야

19:00~20:00

대동 먹거리 나눔
"1897 회덮밥"
(19:00~19:50)

낭만항구 색소폰 트로트 호별

총각네 생선가게
어생 경매

으니밴드

  

20:00~21:00
"바다콘서트"
(20:00~21:30)

타악퍼포먼스
『타오(TAO)』
(20:00~21:00)

갓바위색소폰

21:00~22:00
   

22:00~

10월 7일(월) 행사일정표
(http://www.mokpo.go.kr)



구 분 주무대

10: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리허설

15:00~16:00
실버가요제

(15:00~17:00)
16:00~17:00

17:00~18:00 리허설

서남권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17:30~19:00)
18:00~19:00

19:00~20:00 리허설

시립예술 아트페어
- 교향악, 합창 -
(19:30~20:30)

20:00~21:00

항구 폐막 불꽃쇼
(20:30~20:40)

21:00~2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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