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21시 48분

목차
목차
관광소식

2
3

관광소식

공지

관광안내 > 관광소식

2020-02-12

2020년 관광여행 장려금(인센티브) 지원계획 안내

2020년 관광여행 장려금(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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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목포 자연사박물관 휴관 안내

휴관시설 : 목포자연사박물관 휴관기간 : 2020. 11. 3(화)~2021. 1. 31(일) 휴관사유 : 목포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및 실감컨텐츠 공사 목포 자연사
박물관이 전시와 체험이 공존하는 새로운 자연사박물관으로 선보이기 위해 박물관 리뉴얼 및 실감 컨텐츠 공사에 따라 2020년 11월 3일부터 2021
년 1월31일까지 휴관함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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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추석 연휴 관광시설 운영 종합안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연휴기간 목포 주요 박물관 및 전시관을 포함한 관광시설 운영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특별 방역기
간인 9. 28(월)~10.11(일)동안 마스크 수시 착용 및 관람객간 거리두기(2미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여행과 함께 새로운 코로나19 시대
에 따라 거리는 지키고 마음은 나누는 풍요롭고 즐거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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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기간 관광시설 재개관 알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목포 관내 관광시설 재개관 알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중이었던
목포 관내 관광시설이 9.29(화)부터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재개관일 : 9. 29(화)부터~ 대상시설 : 목포 관내 박물관 및 전시관을 포함한 관광시설
근대역사관1관/ 근대역사관2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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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관광시설 휴관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초지로 인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추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목포시 관내 박물관 및 전시관을 포함한 관내 관광시설이 9월 21(월)부터 9월 27일(일)까지 추가 임시 휴무 및 휴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 간 :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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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시행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하고자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 관내 여행사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 9. 11. ~..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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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ON-LINE 목포항구버스킹 in 미술관&문학관 공연 안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포항구버스킹 공연이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슬기로운 집콕생활
“ON-LINE 목포항구버스킹 in 미술관&문학관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튜브 라이브 공연 ▣ 본 공연은 무관중 유튜브 LIVE로 생중계되는
공연입니다. 방송채널 : 유튜브 ‘목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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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관광시설 추가연장 휴관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목포시 관광시설 휴관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목포시 박물
관 및 전시관을 포함한 관내 관광시설이 기존 8월 22일(토)부터 9월 4일(금)까지에 이어 9. 5(토)~9.20(일) 까지 추가로 임시 휴무 및 휴관이 연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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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2020 목포항구축제 전면취소 알림

전라남도 대표축제이자 2020-2021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매년 '파시'라는 주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목포항구축제가 10월중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축제일시 : 2020. 10. 8
~ 10. 11 / 4일간 - 축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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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취소 알림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전국 최고의 버스킹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10월 16일~17일 양일간 북항 노을공원 중앙무대에서 열릴
예정되었던 2020 목포전국버스킹대회를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시민 안전관리를 위해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대 회 명 : 2020 목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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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관광시설 임시 휴관 안내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목포시 관광시설 휴관안내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목포시 박물관 및 전시관을 포함한 관
내 관광시설이 8월 22일(토)부터 9월 4일(금)까지 2주동안 임시 휴무 및 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2020. 8. 22(토)~ 9. 4(금) / 2주간 ※ 위 기
간은 코로나19 대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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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광복절 연휴 기간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안내

광복절 연휴 기간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안내표로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일, 주요사항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시설명주 소전화번호운영일주요
사항자연사박물관남농로 135274-36558.15(토)~8.17(월)8.18(화) 대체휴관어린이 바다과학관삼학로92번길 98242-63598.15(토)~8.17(월)8.18(
화) 대체휴관생활도자박물관남농로 11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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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목포 강소형 잠재관광지 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안내

목포 강소형 잠재관광지 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안내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목포 강소형 잠재관광지(서산동 시화골목)의 방문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운영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여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가. 신청대상 : 목포 강소
형 잠재관광지(서산동 시화골목(연희네슈퍼)) 방문 여행상품 운영 여행사나. 신청..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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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쿨한 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 버스킹 목포 공연 안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으뜸전남튜브'에서 온택트 버스킹 를 유튜브 으뜸전남튜브채널에서 Live 생방송으로 진행합
니다. * 온택트(Ontact) = 언택트(Untact)+Live 를 합성한 신조어 ※ 본 공연은 현장 관람이 아닌 비대면 공연으로, 유튜브 라이브 관람을 부탁드립니
다. 목포 공연은 8월 6일(목)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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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개최 공고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 개최 공고목포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제일의 예향과 항구의 도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를 개최하오니 끼와 열정이 넘치는 버스커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대회 개요대
회 명 : 2020 목포 전국버스킹대회대회기간 : 20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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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목포 관광시설 재개관 알림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7월 7일(화)부터 휴관 중인 목포 관내 관광시설이 7월 28일(화)부터 재개관합니다. 그동안 전남 사회
적거리두기 2단계였던 기간동안 휴관했던 시설들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목포 관내 관광시설들이 재개관하며 보다 안전한 여행
을 위한 개인방역 수칙 및 안전여행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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