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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다움의 매력을 더하다

2021 주요업무계획
문화 콘텐츠 활성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문화 도시 브랜드 창출
문학행사를 통합한 독창적 문학 축제「2021 목포문학박람회」개최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목포가을페스티벌’개최
거리 공연의 낭만, 목포항구 버스킹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2022.)
일상의 문화 충족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및 실감콘텐츠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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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다운받기  e-book 보기

문화 콘텐츠 활성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문화 도시 브랜드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민문화 수요조사,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문학행사를 통합한 독창적 문학 축제「2021 목포문학박람회」개최
기존 문학행사를 통합하고 문화 인프라를 연계한 전국 최초 문학 박람회 개최(‘21.10.)
문학과 음악을 융합한 공연, 강연회, 체류형 관광상품 등 독창적인 문학 콘텐츠 발굴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목포가을페스티벌’개최
개별적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 및 조정
9월 ~ 10월 매주 금‧토‧일, 3개 권역 집중 개최

거리 공연의 낭만, 목포항구 버스킹
‘21. 4 ~ 10. 매주 금·토·일 오후 / 목포항구포차, 북항노을공원, 개항문화거리광장 일원
실력 있고 관객호응이 높은 버스커 모집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100여팀 참여)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202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 마련
지식정보, 평생교육 등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생활 SOC복합화로 주차공간 확보

일상의 문화 충족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
시립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독서교실, 토론식 독서코칭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및 김암기 전시관 전시 운영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4편)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우수 공연(4편)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및 실감콘텐츠 확충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전시관람 및 온라인전시 박물관 서비스 증가에 대응 “VR(가상현실) 자연사박물관” 구축

미래 3대 전략사업을 키우다 목포의 경제 지도를 바꾸다 시민 행복가치를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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