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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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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추석 연휴기간 관광시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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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자연사박물관 추석맞이 체험행사 안내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에게 흥미로운 체험행사 및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목포 자연사박물관에
서는 ‘추석맞이 체험행사’를 운영합니다 2021년 자연사박물관 추석맞이 체험행사 안내 ❍ 행 사 명 : 2021 자연사박물관 추석맞이 체험행사 ❍ 일
시 : 2021. 9. 19.(일) ~ 21.(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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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삼학도크루즈 추석 대체 휴일 및 운항 임시중단 알림

삼학도크루즈가 추석 대체 휴일 및 9.17일(금) 북상예정인 제14호 태풍 찬투를 대비해 임시 운항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운항중단기간 : 2021. 9.
13(월)~9.16(목)까지/4일간 ※17(금) 태풍 찬투 북상시 운항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 061-245-3222 삼학도크루즈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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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삼학도크루즈 유람선 탑승권 할인 이벤트

삼학도크루즈 유람선 탑승권 할인 이벤트

256

2021-08-12

광복절 연휴기간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안내

이번 광복절 연휴기간(8월 15일(일) ~ 16일(월)) 목포 관내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연휴기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 주소 : 남농로 135 - 전화번호 : 061-274-36
55 ..

255

2021-08-12

춤추는 바다분수 임시 중단 안내

현재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을 임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단기간 : ~ 8. 22(일)까지 예정 - 중단
사유 : 코로나19 3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에 따른 지침 - 문의사항 : 061-270-8580 코로나19 3단계 기간동안 중단되는 춤추
는 바다분수는 사회적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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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김암기:1983년 프랑스 봄날의 기록展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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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는 7월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김암기 미술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시 ‘예향 목포의 거목 고(故)김암기:198
3년 프랑스 봄날의 기록’展을 전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1983년 김암기 화백이 한국 대표로 프랑스 르살롱에 참가해 6개월간 프랑스에 체류하며
작성한 일기장에 남긴 102일의 기록과 현지에서 제작한 작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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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 개장 안내

행정자치부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한국관광공사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 선정슬로시티섬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개장기간 : 2021.7. 10 ~ 2021. 8. 22이용시간 : 09:00~18:00이용료일반 (대인 3천원/소인 2천원)할인 (대인 2천원/소인 천원, 단체 20
인이상,장애우, 경로자,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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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목포근대역사관1관 임시휴관 안내

목포 근대역사관1관이 실감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실감컨텐츠 제작관련 내부시설 정비로 인해 7. 5(월)부터 7. 23(금)까지 임
시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휴관시설 : 목포근대역사관1관 - 휴관기간 : 2021. 7. 5(월) ~ 7. 23(금) - 휴관사유 : 실감컨텐츠 제작으로 내부시설 정비
로 인한 휴관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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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목포 문화도시사업 뜬금포기획단 참여자 모집 안내

목포문화도시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행복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
뜬금포기획단’ 사업을 운영합니다.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역량 증진 및 문화확산의 기여를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한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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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목포 춤추는바다분수 정기공연 알림

2021년 4월, 따뜻해진 봄날과 함께 낭만가득한 오색찬란 화려한 빛과 함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의 스토리가 있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즐거
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빛과 음악의 마법같은 시간을 선물할 목포 춤추는바다분수는 다양하고 화려해진 바다분수의 공연
과 관람객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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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목포 야경시티투어 운행 재개 안내

아름다운 낭만항구 도시, 빛의 여행으로 초대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목포의 대표 관광지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목포 야경시티투어가 4월
2일(금)부터 11월 27일까지 8개월간 운행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주 2회(금, 토요일), 하절기 휴가철(7~8월)에는 주 5회(일,월요일 제외)운행
하고 이번 4월부터 5월까지는 주2회(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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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문화도시 예비사업 '문화 갯물학교' 참여자 모집 안내

따스한 햇볕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계절,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문
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인재 양성과정 ‘문화 갯물학교*’를 운영합니다. ‘문화 갯물학교’는 문화전문가(문화기획자, 로컬 크리에에터, 문화 큐
레이터) 양성과정으로, 문화 기획인력 보급 및 지역문화 생태계..

2021-03-19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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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2021 유달산 봄 축제 전면취소 알림

매년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4월10일~11일, 4월17일~18일/2주간 주말 토요일~일요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축제일시 : 2021. 4. 10(토)~ 4. 11(일)/4. 17(토)~4.18(일)/2주기간 주
말 토요일-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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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2021 목포 항구버스킹 참가자 공개모집 안내

목포시에서는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2021 목포항구버스킹」을 운영하고, 아래와 같이 거리공연에 참
여할 버스커(개인,단체)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1. 3. 5.(금) ~ 3. 19.(금) [15일간] ○ 모집분야 : 노래, 악기
연주, 댄스, 국악,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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