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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난 마당에서 놀자! , MIMAF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 대표공연예술축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일상을 예전의 일상으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홍보리플렛 다운로드

목포세계마당 페스티벌은 지역민이 직접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축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축제현장 속에서 문화적 삶이
오고 가고

마당이라는 소통공간을 만들어 나눔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체 축제이다.

축제 개요
행 사 명 :  제22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슬 로 건 :  신명난 마당에서 놀자!

기     간 :  2022. 9. 2.(금) ~ 9. 4.(일) 18:30 ~ 22:30

장     소 :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남교공영주차장, 청년회관
등)
행사장 주소 : 남교공영주차장(전남 목포시 남교동 57)

주 관 :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 극단갯돌

내 용

개막놀이‘모두 함께 춤을’, 국내•예향남도 초청 50여팀 초청공
연,
목포 로컬스토리 5선, 프린지행사, 폐막놀이 ‘GOSIRE파티’ 등
(1일차) 개막놀이 '모두 함께 춤을' 외 진도북놀이 등 12개 공연
(2일차) 시민영화 <청년회관> 상영, 루프탑콘서트 등 22개 공
연
(3일차) 폐막놀이 '고시레파티' 외 라틴댄스 등 17개 공연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전화 : 061-243-9786

주요 프로그램
개막놀이 : 모두 함께 춤을/9월 2일(금) 18:30/남교공영주차장,
수문로 일대

폐막놀이 : 고시레GOOSIRE/9월4일(일) 21:40/남교공영주차장
특설무대

개폐막놀이, 해외초청공연, 국내초청공연, 프린지행사, 목포로
컬스토리

축제/행사 >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소개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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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민간극단이 22년 동안 이끌어 온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축제

극단갯돌 (www.getdol.com)1981년 창단한 마당극을 전문으로 하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민간예술단체로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을 주관
하고 있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목포 원도심에서 여름 밤 관람객에게 신명난 예술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전통의 ‘마당’을 현대화 하는 공연예술 축제이다.

구수한 큰 맛이 묻어나는 정감어린 축제

축제는 우리네 전통장터와 같은 맛깔스럽고 구수한 큰 맛이 묻어나는 정감 어린 것, 그 속에 사람들이 모여 흥과 정을 서로 나누고 소통
하는 문화 가치를 추구한다.

한국예술의 근원을 되묻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화해하고 상생하는 인간성 회복을 마당을 통해 추구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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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etdol.com/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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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마당페스티벌 공식 블로그  세계마당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공연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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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mimaf
https://www.youtube.com/user/getdo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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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장 주소 ※
남교공영주차장 전남 목포시 남교동 57 MIMAF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안전한 관람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입구에 축제안내소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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