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1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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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토요일

구분 노적봉(주무대) 노적봉예술공원(야외무대) 목포시사

11:00~12:00

호국시낭송공연12:00~12:30
4.8만세운동 플래시몹

12:30~13:00

13:00~13:30 수군퍼레이드(목포진~노적봉)
시립예술단 식전공연 
수군개선환영연주13:30~14:00

14:00~14:30 수군문화축제 기념식

14:30~15:00
주제공연 '1597 노적봉 재현'

15:00~15:30

15:30~16:00 호국 강강술래 시연

16:00~16:30 목포진 수군교대식 및 무예시범

16:30~17:00

목포수군호국음악회17:00~17:30

17:30~18:00

18:00~18:30

신안비치호텔 특설무대
해상선박퍼레이드

수군문화축제 축하음악회(KBC)

18:30~19:00

19:00~19:30

19:30~21:00

축제/행사 >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 행사일정표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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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festival
/tour/festival/yisunshin
/tour/festival/yisunshin/schedule


4월 8일 일요일

구분 노적봉예술공원(야외무대) 유달예술타운 노적봉(주무대)

10:00~10:30

10:30~11:00

11:00~11:30 강강술래공연

11:30~12:00

12:00~12:30

춤나들이, 플라멩코 공연12:30~13:00

13:00~13:30

2018 목포예술인 열린음악회
13:30~14:00

시민장기자랑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강술래공연

16:30~17:00

17:00~17:30
명인명창 국악향연

17:30~18:30

18:30 폐막식(대동한마당)

※ 본 행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선장군 수군 퍼레이드

1구간 - 13:00, 목포진역사공원→목포역
2구간 - 13:30, 목포역→노적봉
목포역 - 13:30 군악,의장대 공연

퍼레이드에 참여하실 분은 13:10까지 목

노적쌓기 '1597 노적봉재현'

일시 : 4월 7일(토) ~ 4월 8일(일)
- 주제공연 : 4월 7일(토) 15:00
- 노적쌓기체험 : 4월 7일(토)~ 4월 8일
(일)

해상 선박 퍼레이드

일시 : 4월 7일(토) 18:00~19:00

구간 : 북항 → 삼학도(거리 : 3km)

참여선박(선박13, 보트2, 헬기2)

해군3함대 - 목포해양경찰 - 서해어업관리
(http://www.mokpo.go.kr)



체험프로그램

노적봉주차장
4월 7일(토)10:00 ~ 4월 8일(일)18:00

유달산 일주도로
4월 7일(토)10:00 ~ 4월 8일(일)18:00

부대행사 및 탐방투어

부대행
사

꽃차·화전체험
4월 7일

(토)
11:00~17:00

수군문화축제 사생대회
4월 7일

(토)
13:00~17:00

이순신 호국백일장대회
4월 7일

(토)
14:00~17:00

탐방투
어

원도심목포역사 유적지 걷기대
회

4월 7일
(토)

14:00~17:00
오거리, 옛 호남은행, 이리장여인숙, 송도신사 터,
동명동어시장, 선창 근대건축물, 항도시장, 약사

사, 목포진 등

목포옥단이길 골목길투어
4월 8일

(일)
15:00~17:00

목포역, 반딧불, 작은도서관, 벽화마을, 노적봉, 정
광정혜원 노라노 미술관, 만인계터, 오거리, 코롬

방제과 등

퍼레이드에 참여하실 분은 13:10까지 목
포역 광장으로 오세요 장소 : 유달산 노적봉

해군3함대 - 목포해양경찰 - 서해어업관리
단 - 목포해양대학교

관람석 : 신안비치호텔 앞 특별무대

수군 신호 연날리기 체험 및 전시회 호렁지기 체험 목포수군 토피어리 포토존

궁중한복 체험 세계전통의상 및 공예체험 해군 홍보체험관(제3함대사령부)

목포 사진 전시회

수군 순찰대 운영 판옥선 모형 만들기 체험 조선수군 활 만들기, 활쏘기 체험

이순신 명언 단검·장검 만들기 체험 이순신 패브릭 거울, 필통만들기 소원 솟대, 손수건 만들기 체험

한지차탁 만들기 체험 목포 목화홍보관 체험 새기고 만지고 느끼는 전통서각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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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주제 : 고하도에서의 조선수군재건과 문화콘텐츠 활용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14:00 ~ 18:00

장소 : 목포시 오거리문화센터

주최 / 주관 : 목포시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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