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10분



2
3

목차

목차
목포홍보동영상



관광안내 > 목포홍보동영상

낭만항구 목포여행 뮤직비디오 [한국어]

낭만항구 목포 여행 뮤직비디오 [한국어 버전] 로맨틱퓨처 낭만항구 목포 꿈꿔왔던 낭만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국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도시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목포! M.O.
K.P.O! 7080 추억을 간직한 레트로 느낌의 시화골목과 근대역사가 살아숨쉬는곳, 근대역사문
화공간을 걸어보고 식재료가 다양해 각종 해산물의 집산지인..

2021-06-15

낭만항구 목포여행 뮤직비디오 [영어]

낭만항구 목포 여행 뮤직비디오 [영어 버전] 로맨틱퓨처 낭만항구 목포 꿈꿔왔던 낭만도시가 있
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국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도시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목포! M.O.K.
P.O! 7080 추억을 간직한 레트로 느낌의 시화골목과 근대역사가 살아숨쉬는곳, 근대역사문화
공간을 걸어보고 식재료가 다양해 각종 해산물의 집산지인 ..

2021-06-15

낭만항구 목포여행 뮤직비디오 [중국어]

낭만항구 목포 여행 뮤직비디오 [중국어버전] 로맨틱퓨처 낭만항구 목포 꿈꿔왔던 낭만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국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도시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목포! M.O.
K.P.O! 7080 추억을 간직한 레트로 느낌의 시화골목과 근대역사가 살아숨쉬는곳, 근대역사문
화공간을 걸어보고 식재료가 다양해 각종 해산물의 집산지인 ..

2021-06-15

낭만항구 목포여행 뮤직비디오 [일본어]

낭만항구 목포 여행 뮤직비디오 [일본어버전] 로맨틱퓨처 낭만항구 목포 꿈꿔왔던 낭만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국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도시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목포! M.O.
K.P.O! 7080 추억을 간직한 레트로 느낌의 시화골목과 근대역사가 살아숨쉬는곳, 근대역사문
화공간을 걸어보고 식재료가 다양해 각종 해산물의 집산지인 ..

2021-06-15

웹툰으로 보는 목포 관광

웹툰으로 보는 목포 관광 [목포가 너무 좋아]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선정된 낭만항구 목포 
우리 낭만항구 목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목포에 온 우리가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목포여
행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목포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뭐니뭐니해도 여행은 
경치죠. 목포의 대표적 명산이며 영혼도 쉬어간다는 유달산 시간..

2021-01-06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목포 홍보영상

1897년 10월 1일, 목포의 개항.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중심이었던 3대항 6대도시 목포.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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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10월 1일, 목포의 개항.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중심이었던 3대항 6대도시 목포. 항구
도시의 눈물은 어느새 역사가 되어 살아있는 근대역사문화도시 목포가 되었습니다. 파란 하늘
과 푸른 바다의 꿈을 품은 낮과 밤, 1년 365일이 즐거운 낭만항구 목포. 레트로의 시작점, 근대
역사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의 조화, 국제슬로시티 ..

국제슬로시티 목포 홍보영상

100년 전 ‘근대’를 꽃피운 자주적 개항도시 목포 근현대사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보고 목포 남
도 예향의 혼이 예술로 피어난 도시 목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 건
강한 바다가 사람과 공존하는 곳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는 예술품 맛의 본향, 목포의 ‘진미’ 때
묻지 않는 자연과 수한 공동체, 달리도 샘영이 태어나..

2020-03-27

맛의도시 목포 홍보영상

자연, 삶, 문화가 담긴 목포의 밥상 맛으로 떠나는 멋진 여행은 맛의 도시 목포로~ 새벽에 열리
는 어판장으로부터 각종 싱싱한 해산물들이 아침식탁으로 올라오는 해산물들이 가득한 목포
특별한 아홉가지 맛으로 선보이는 목포9미(味)와 목포에서만 먹을수 있는 중깐부터 달콤하고 
고소한 쑥꿀레까지 먹거리 가득한 맛과 멋이 있는 맛으로의 목포 여행을 떠나보..

2020-03-26

맛의도시 목포 9미 소개

목포의 아홉하기 특별한 맛 목포 9미(味) 목포 바다는 서해로부터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지리
적 조건을 갖추어 과거 매일 수백 척의 고기배가 들나들었고 파도 위의 시장인 파시를 형성할 
정도로 다양한 해산물과 식재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서남해안의 다도해와 차진 갯
벌에서 나오는 갖가지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이기에 자연스럽게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는데..

2019-11-26

목포 관광 홍보영상

목포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낭만항구도시 목포여행을 통해 목포의 낭만과 
정취를 느껴보세요 재생시간 : 5분 41초 대한민국 항구1번지, 낭만항구 목포 개항 120년의 명
성,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과 함께 예술과 문학인들의 작품에 고스란
히 담긴 목포의 옛이야기를 통해 남도 예술의 멋을 느끼고 싱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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