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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추모공원 추모의집 봉안당, 승화원 추석 휴무안내

시 설 명 : 목포시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소 재 지 :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대양동) 목포추모공원
휴 무 일 : 2022. 9.10.(토) 『추석날』 당일
※ 목포추모의집(봉안당)은 추석연휴기간 정상 운영
문 의 처 : 목포추모공원 승화원(☎061-272-0095), 목포추모의집 봉안당(☎061-277-6806)
기타사항

보현정사(276-1730), 에덴추모원(272-0400) : 추석연휴기간 정상 운영
목포추모관 휴(246-1001) : 추석휴기간(9. 9. ~ 9.12.) 미운영

사회복지시설 휴관 현황

구분 시설명 휴관시설 휴관기간

노인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278-8515)
하나노인복지관(242-5354)
하당노인복지관(285-0582)
목포이랜드복지관(278-0200)

4 9. 9.(금) ~ 9. 12.(월)

장애인복지관
명도복지관(279-4879)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285-2811)
2 9. 9.(금) ~ 9. 12.(월)

경로당 경로당 200 운영

지역자활센터 목포지역자활센터 (242-0003) 1 9. 9.(금) ~ 9. 12.(월)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추석연휴기간)

관광안내소명 주 소 전화번호 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비 고

목포종합관광안내소 평화로 64 270-8598 정상운영 휴무 정상운영 정상운영 　

노적봉관광안내소 유달로 122 270-8411 정상운영 휴무 정상운영 정상운영 　

인사말 추석 연휴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쓰레기 수거 안내

자동차정비업 비상근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목포해상케이블카 운영안내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조회

목포소개 > 추석연휴종합안내 > 추석연휴종합안내 > 추석 휴무안내추석 휴무안내

추석 휴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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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ntroduce
/www/introduce/chuseok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holiday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greeting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situation_room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drugstore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issue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waste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holiday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carcenter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parking
/www/introduce/chuseok/chuseok_info/cablecar
/www/industry_economy/voucher/voucher/voucher_shop


목포역 관광안내소 영산로 98 270-8599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버스터미널관광안내소 영산로 525 270-8501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해양대학로 240 270-8383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관광안내소명 주 소 전화번호 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비 고

추석 명절 연휴기간 시설 운영 안내

시 설 명 소 재 지 연락처 운영여부 비고

자연사 박물관 남농로135
274-
3655

정상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목포자연사박물관 https://museum.mokpo.go.kr/
어린이바다과학관 https://mmsm.mokpo.go.kr/
목포생활도자박물관 https://doja.mokpo.go.kr/

※ 추석 당일(9/10일)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

어린이 바다과학
관

삼학로92번
길 98

242-
6359

정상운영

생활도자박물관 남농로117
270-
8480

정상운영

목포문학관 남농로 105
270-
8400

정상운영
목포 문학관 홈페이지로 이동
http://www.mokpo.go.kr/munhak

근대역사관
영산로29번
길 6

242-
0340

정상운영
(9.13(화)
휴관)

목포시민 50%할인
오후 5시까지 입장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삼학로 92번
길 68

245-
5660 

정상운영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홈페이지로 이동

http://kdjnpmemorial.or.kr/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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