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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3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3. 10. 13.(금) ~ 10. 19.(목) 7일간 제104회 전국체육

대회 2023. 11. 03.(금) ~ 11.08.(수) 6일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모집기간 5. 8.(월) ~ 6.

23.(금) 신청방법 jn1365.or.kr 문의번호 061-270-8678 전국체전 자원봉사 검색

노출기간 : 2023-05-02 ~ 2023-06-23

URL : https://jn1365.or.kr/index.asp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민 서포터즈 모집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민 서포터즈 모집 집중모집 : '23. 4. 10. ~ 6. 30. 모집기간 : '23. 4. 10.

~ 7. 28. 신청방법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노출기간 : 2023-04-01 ~ 2023-06-30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11361&mode=view

유달산 봄축제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 유달산 봄축제 2023. 4. 8 (토) - 4. 9(일) 목포유달산 일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원 유달산봄축제

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04.08.(토) 14:00 김범수 나비 04.09.(일) 16:00 테이 김나영

노출기간 : 2023-03-06 ~ 2023-04-09

URL : http://xn--bk1bl5qt2ck2idjbfys.kr/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안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안내 2023.1.2.(월)부터 전면시행, 점심시간 12시~13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등 목포시 전부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부터 목포시 모든 부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

페이지(www.gov.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기간 : 2022-12-29 ~ 2023-12-31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30403.jpg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D-300일 기념행사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D-300일 기념행사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2022년 12월 15일

(목) 14:00~16:00 목포역광장 국악인 박애리 공연예술사 팝핀현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2-02 ~ 2022-12-15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206.jpg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특별버스 운영안내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특별버스 운영안내 자세히보기 목포시

노출기간 : 2022-10-31 ~ 2022-11-17

URL :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

idx=506112&mode=view

목포해상W쇼 11월 12일 공연 불꽃쇼 없이 축소운영 합니다
목포해상W쇼 11월 12일 공연 불꽃쇼 없이 축소운영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애도와 추

모를 위해 11월 12일 목포 해상W쇼는 불꽃쇼 없이 축소 운영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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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니다. 춤추는 바다분수 &amp; 해상무대뮤지컬 &amp; 드론쇼는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목포시

노출기간 : 2022-11-04 ~ 2022-11-13

URL : #none

시내버스 파업기간 1,000원 임차택시 운행
시내버스 파업기간 1,000원 임차택시 운행 ※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택시호출 서

비스는 불가합니다. 운행시간 : (평일) 출 · 퇴근 시간 · 오전 (07시~09시), 오후 (16시 30분 ~ 19시

30분) 운행방법 : 8개 버스 노선, 노선별로 운행 · 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노선 차량표시 : 차량 후면 임차택시 깃발 설치 이용요금 : 1인당 1,000원 (초등학생 이상) 폭포시

비상수송차량 1,000원 임차택시

노출기간 : 2022-11-09 ~ 2022-11-15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05751&mode=view

이태원 참사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

을 전합니다.

노출기간 : 2022-11-03 ~ 2022-11-06

URL : #none

목포 어울림도서관 개관
목포 어울림도서관 개관 일시 : 2022. 10. 31.(월) 16:00 장소 : 목포어울림도서관 다목적실 행사

내용 사전공연 : 풍물패, 클래식 공연(현악5중주), 마술 개관식 :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

프 커팅 부대행사 : 원화전시, 작가와의 만남,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내용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0-01 ~ 2022-11-01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024.png

모포노을드론라이트쇼
2022목포 노을 드론라이트쇼 2022. 10. 28.금 ~ 29.토 오후 6시 30분[1회] / 오후9시[2회] (300대

드론쇼는 18:30과 21:00. 2일간 총 4회 진행됩니다) 목포 북항 노을공원 일원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0-01 ~ 2022-10-30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024.jpg

제 18회 서남권청소년축제
제 18회 서남권청소년축제 2022. 10. 22(토) 13:00~17:00 목포 평화광장 주무대 문 의 : 061-244-

1318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10-19 ~ 2022-10-23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019.jpg

목포 헌책페어 북토피아
목포 헌책페어 북토피아 10. 22. (토) - 23.(일) 10시 - 17시 목포문학관 일원(목포시 낭농로 95)

노출기간 : 2022-10-17 ~ 2022-10-24

URL : https://www.mokpo.go.kr/munhak/event_award/used_book_info

목포항구축제(10. 14.~10. 16.)개최로 인한 목포항구버스킹 10월 셋째주 일정 공
연 취소
목포항구축제(10. 14.~10. 16.)개최로 인한 목포항구버스킹 10월 셋째주 일정 공연 취소 관광객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주 더 멋진 공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노출기간 : 2022-10-13 ~ 2022-10-16

UR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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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상W쇼 10월 15일(토) 공연미개최
목포 해상W쇼 10월 15일(토) 공연미개최 ※10월15일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은 정상 진행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주(10월22일) 더 멋진 공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세한 일정은 공연 홈페이지 www.목포해상W쇼.kr에서 확인하세요.

노출기간 : 2022-10-13 ~ 2022-10-16

URL : http://mokpowshow.co.kr/

목포9미 푸트 콘테스트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 목포9미 푸트 콘테스트 본선 : 2022. 11. 12.(토) 14:00 목포미식문화갤러

리 해관 1897 접수 : 2022. 10. 28.(금) 18:00까지

노출기간 : 2022-10-07 ~ 2022-11-13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04468&mode=view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점심시간 12시 ~ 13시 2023. 1. 2. (월)부터 전면시행 민원봉사실 및

23개 행정복지센터 등 목포시 전 부서 2022년 10월 4일부터 8개동 우선 시행 용당2동, 연동, 산

정동, 목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

노출기간 : 2022-09-20 ~ 2022-12-28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923.jpg

목포항구축제
imagine your Korea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 항구! 목포항구축제 2022. 10. 14. (금) ~ 10. 16.

(일)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 YouTube NAVER 목포항구축제 검색 유튜브, 네이버에서 목포항구축

제를 검색하세요

노출기간 : 2022-09-19 ~ 2022-10-17

URL : http://www.mokpofestival.co.kr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개관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2022.9.23. 금요일 PM4:50 장소:목포시 상락동 1가 10-2

노출기간 : 2022-10-23 ~ 2022-09-23

URL : /images/www/popup/popup_link_220916.jpg

목포 도시관리계획(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목포 도시관리계획(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설문대상 목포시민, 관광

객 등 누구나 설문기간 9월 13일 ~ 30일 참여하기/ 낭만항구목포

노출기간 : 2022-08-29 ~ 2022-10-01

URL :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online_surveys/ongoing_survey?

idx=109&mode=view

목포미식페스타
목포는 맛이다! 목포미식페스타 2022. 9. 23. 금 ~ 24. 토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출연:방

송인 정준하, 썬킴 / 웨프 정호영 / 맛칼럼리스트 박상현 / 밴드 킹스턴루디스카

노출기간 : 2022-09-13 ~ 2022-09-25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03581&mode=view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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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석연휴 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목포시 추석연휴 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원스톤 진료기관이란? 유증상자 확진자 대

상 검사·진료·처방이 한곳에서 가능한 기관입니다. 목포시

노출기간 : 2022-08-29 ~ 2022-09-13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mode=view&idx=503226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정전복구 알림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정전복구 알림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정전으로 중단되었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업무를 정상운영합니다.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출기간 : 2022-09-06 ~ 2022-09-06

URL : #none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정전 안내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정전 안내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 전체가 정전

되었습니다. 한전 복구 예정 시간은 오후 5시경이나 빠른복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

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출기간 : 2022-09-06 ~ 2022-09-06

URL :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

idx=503153&mode=view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목포 해상 W쇼 9월 3일 (토) 공연취소안내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목포 해상 W쇼 9월 3일 (토) 공연취소안내 ※ 9월 3일 ~ 4일 춤추는 바

다분수 공연도 취소

노출기간 : 2022-09-02 ~ 2022-09-04

URL : #none

2022년 목포시 하반기 시민행복 생생 아이디어 공모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2022년 목포시 하반기 시민행복 생생 아이디어 공모 접수기간

: 2022. 9. 1. ~ 9. 30 참여대상 : 목포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국민, 공무원) 공모분야 목포 발전

을 위한 시정 전반 (경제, 일자리, 관광, 복지, 문화, 교육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 청년 · 인구정

책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요 ㅇ아이디어 및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문화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안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실현 및 지역 인재 육성 정책 조직문화 혁신 및 생

활불편

노출기간 : 2022-09-02 ~ 2022-10-01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fication/public_notice?idx=41569&mode=view

제31회 전국 무용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제31회 전국 무용제 31th KOREA DANCE

FESTIVAL IN JEONNAM MOKPO 생명과 낭만도시 목포 대한민국 춤을 잇다! -본선경연 :

2022. 9. 28. (수) ~ 10. 7. (금) -사전축제 및 부대행사 : 2022. 9. 1. (목) ~ 9. 27. (화) -장소 :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노출기간 : 2022-09-01 ~ 2022-10-08

URL : https://jndance31.modoo.at/

목포세계마당 페스티벌
[2022MIMAF, 신명난 마당에서 놀자!] 제22회 목포세계마당 페스티벌 22th Mokpo International

Mading Art Festival 2022. 9. 2. FRI ~ 9.4. SUN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 -주최 : [사]세계마아

트진흥회·목포MBC -주관 : 극단 갯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추진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목포

시, 목포아이쿱 IN자연드림 -홈페이지 : http://www.mimaf.net -전화 : 061-243-9786 

노출기간 : 2022-08-30 ~ 2022-09-05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02832&mode=view

2022. 목포 문화재 야행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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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목포 문화재 야행
문화재야행 2022. 목포 문화재 야행 모던타임즈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 일원 9. 23. 금 ~ 9. 25.

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 목포근대역사관 1 · 2관 | 공립심상소학교 | 목포진 역사공원 | 경동성

당 | 대중음악전당

노출기간 : 2022-08-24 ~ 2022-09-26

URL : https://mokponightroad.modoo.at/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30년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숙원사업”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하

러가기 

노출기간 : 2022-08-05 ~ 2022-09-26

URL : http://sign.mokpo.ac.kr/

물을 절약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
물을 절약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 특히 우리지역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

이 25%수준으로 일상 속 물절약 생활실천이 매우 필요합니다. 생활 속 물절약 방법 알아보기

노출기간 : 2022-08-01 ~ 2022-09-26

URL : https://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729.pdf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설문조사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설문조사 -설문대상 : 목포시민과 관광객 누

구나 -설문기간 : 7월 25일 ~ 8월 24일 참여하기

노출기간 : 2022-07-25 ~ 2022-08-25

URL :

https://www.mokpo.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online_surveys/ongoing_survey?

idx=108&mode=view

일상방역의 생활화
일상방역의 생활화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과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지향 개인

방역수칙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 가능한한 자주 환기, 손씻기, 예방접종 완료하기 -

아프면 신속히 진료받고, 학교 ·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가지 않기 국민참여형 거리두기 - 사적 모

임 · 행사는 자제하거나 규모 · 시간 최소화하기 -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방식 활용하기 -

실내에서 충분한 간격 유지 (최소 1m)

노출기간 : 2022-07-25 ~ 2022-09-26

URL : https://www.mokpo.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725.pdf

목포해상w쇼 우천취소안내
장마롱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주 해상w쇼는 7월 23일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출기간 : 2022-07-23 ~ 2022-07-23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01053&mode=view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접종 확대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접종 확대 실시 ▶접종대상 : 50세 이상 연령층(1972년 이전 출생자, 72년

생 포함),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기존: 60대 이상 연령층, 면

역저하자 * 개인사유(수술,출국등)의 경우, 3개월(90일)부터 접종 가능 * 기확진자도 확진일로부

터 3개월(90일) 경과시 접종 가능 ▶ 접종일정: 사전예약) 7.18일(월)~ 예약에 의한 접종) 8.1일

(월)~ 의료기관 보유백신 당일접종) 7.18일(월)~ ▶ 예약방법: 온라인(누리집), 목포시보건소콜센

터(270-4361~65) ▶ 백신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주3일 요일제 운영(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5세 이상 기본접종(1,2차), 12세 이상 추가접종(3

차) 상시 진행중.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7-15 ~ 2022-09-30

URL :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

idx=500514&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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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목포 문화재 야행
[낭만항구 목포, 문화재 야행] 2022 목포 문화재 야행 모던타임즈 -일시 : 2022. 7. 29.(금) ~ 7.

30.(토) -장소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 -문의 : 061-270-8321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7-12 ~ 2022-07-31

URL : https://mokponightroad.modoo.at/

2022 목포시 시민의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 공개모집
2022 목포시 시민의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 공개모집 2022. 8. 31.(수)까지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7-01 ~ 2022-09-01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500421&mode=view

2022 목포뮤직플레이
목포, 음악으로 놀다 2022 목포뮤직플레이 경연과 공연, 체험이 있는 신개념 음악축제 2022. 9.

30.금 ~ 10. 2.일 갓바위 문화타운 일원 다비치, 김경호, 남진, 양지은, 김준수, 억스, 박애리팝핀

현준, 옥상달빛, 너드커넥션, 로꼬, 이승윤, 해경관현악단, 전용록, k-pop콘서트

노출기간 : 2022-09-27 ~ 2022-10-03

URL : http://www.mokpomusicplay.com/main.php

2022 목포항구버스킹 예술을 가까이, 일상을 새롭게
2022 목포항구버스킹 예술을 가까이, 일상을 새롭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연기간 : 2022. 7

월 ~ 11월 공연장소 : - 목포근대역사관 1관 광장 : 매주 토 오후 2시 ~ 4시 - 목포항구포차 : 매주

금·토 오후 7시 ~ 9시 - 평화광장 : 매주 토 오후 8시30분~9시30분 - 노을공원 : 매주 금 19시~20

시 공연내용 : 노래·댄스·마술 등 상설거리공연 등 ※ 버스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을 안내드립니다.

노출기간 : 2022-07-11 ~ 2022-11-28

URL : https://www.mokpo.go.kr/tour/festival/busking

매직 챔피언 쇼
MAGIC CHAMPIONS SHOW 2022. 7. 2(토) 19:30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갓바위) 낭만항구

목포

노출기간 : 2022-06-17 ~ 2022-07-03

URL : #none

민선8기 시정목표 및 방침 선정 공모
목포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 - 민선8기 시정목표 및 방침 선정 공모 - ○ 공모기간 : 2022. 6. 10.

(금) ~ 6. 15.(수) / 6일간 ○ 참가대상 : 목포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민, 공무원 등) ○ 공모내

용 : 민선8기 시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를 간결하면서 희망과 비전을 함축한 문구 제안 ①  시

정 목표 : 구호 형태의 짧은 한글 (또는 영문) 15자 내외 ②  시정 방침 : 시정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별 전략 (5개 내외, 분야별 10자 내외) ○ 참여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기타문의

: ☎ 061-270-8504(목포시청 기획예산과) 공고문으로 바로가기

노출기간 : 2022-06-10 ~ 2022-06-16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fication/public_notice?idx=40858&mode=view

목포미식문화갤러리 개관식
목포의 맛과 멋을 더해 새롭게 탄생되는 랜드마크, 목포미식문화갤러리 개관식 해관1897 행사개

요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18:00 장소 : 목포미식문화갤러리 야외(목포시 해안로177번길 10)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건너편 내용 : 개관식, 축하공연 축하공연 서도밴드(sEODo BAND) 전통

음악의 요소를 팝과 혼합한 '조선팝'의 창시자 6인조 밴드 맛의 도시 목포 

노출기간 : 2022-06-10 ~ 2022-06-23

URL : #none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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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목포해상W쇼
2022목포해상W쇼 MokpoMarine W Show 2022년 9월부터 ~ 11월까지 : 매주 토 저녁 20:00 ~

20:30 공연장소 :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행사일정 : 9월 - 3(토), 10(토), 17(토), 24(토) 10

월 - 8(토), 22(토) 11월 - 5(토)[공연취소], 12(토), 19(토), 26(토) ※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형참사

관련 국가 애도 기간(10월30일~11월5일)으로 11. 5(토) 목포해상w쇼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2-05-31 ~ 2022-11-28

URL : http://www.xn--w-j21f49mblb652ch9b.kr/index.html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2022.5.1.(일) ~ 5.31.(화) 납부

기한:2022.5.31.(화) 신고방법:전자신고:(pc)홈택스신고→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대상)모두채움대상자 (장소)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민원동

2층 세정과) 목포세무서 자세히보기 [행정안전부]

노출기간 : 2022-04-29 ~ 2022-06-01

URL :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

idx=497435&mode=view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 기념 이벤트 목포해상w쇼 쇼케이스가 펼쳐지는

평화광장에서 만나요~ 포토존 이벤트 : 5월5일 밤 7시 ~ 밤 8시 40분(평화광장일대) 해상w쇼 쇼

케이스 : 5월5일 밤 8시 ~ 밤 8시 40분(해상무대) 자세한 일정은 공연 홈페이지. www.목포해상w

쇼.kr에서 확인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노출기간 : 2022-04-02 ~ 2022-05-05

URL : http://www.xn--w-j21f49mblb652ch9b.kr/

어린이날 체험행사
2022 목포자연사박물관 어린이날 체험행사 2022. 05. 05(목) 10:00 ~ 16:00 자연사박물관 야외

정원 백악기 공룡 액자 만들기 공룡 에코백 만들기 동물 가방고리 만들기 귀여운 동물과 포토타임

추억의 놀이 즐기기(오징어게임, 사방치기)

노출기간 : 2022-04-28 ~ 2022-05-06

URL :

평화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종료
2022. 5. 1.(일) 부터 평화광장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종료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평

일 : 09:00 ~ 18:00 (방역시간 12:00 ~ 13:00) 주 말 : 오전 09:00 ~ 12:00 / 오후 15:00 ~ 17:00 낭

만항구목포

노출기간 : 2022-04-02 ~ 2022-06-30

URL : #none

2022년 개별 ㆍ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2년 개별 ㆍ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목포시청 홈페이지 - 공시

내용:202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 공시일시:2022. 4. 29.(금) - 이의신청기간:2022. 4. 29. ~ 5.

30. - 이의신청제출:「개별주택가격 의견서」서식에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270-8208)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출기간 : 2022-04-27 ~ 2022-05-31

URL : /www/open_data/estate/house_prices_individual

지구의 날 52주년 전국 소등행사
지구의 날 52주년 전국 소등행사 2022년 4월 22일 (금), 20:00 ~ 20:10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노출기간 : 2022-04-20 ~ 2022-04-23

URL : #none

목포시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목포시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 중단일시 : 2022. 4. 16.(토) 09:00 ~ 11:30 ※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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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kr/index.html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8503&mode=view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497435&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7176&mode=view
http://www.????w?.kr/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7146&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7098&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7092&mode=view
/www/open_data/estate/house_prices_individual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7074&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6700&mode=view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idx=496462&mode=view


1 2 3

제목   검색

목포시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 중단일시 : 2022. 4. 16.(토) 09:00 ~ 11:30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중단사유 : 목포시청 청사 자가용 전기설비 · 검사에 따

른 정전 - 중단대상 :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일체 (mokpo.go.kr 도메인을 사용하

는 대표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

노출기간 : 2022-05-16 ~ 2022-04-16

URL : #none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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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page=2
/www/operation_guide/visual_popup?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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