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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성옥기념관

목포 유달산 아래 아늑히 자리잡은 성옥기념관은 조선내화(주) 창업자이며 전남일보 발행인 성옥 이훈동(聲玉 李勳東)선생의
88세 미수(米壽)를 기리기 위하여 2004년 선생의 자녀들이 건립한 문화공간이다. 
전남 문화재 자료 제165호인 이훈동 정원 옆에 대지 1,723.4㎡(522평), 건물 739.4㎡(224평), 높이 9m의 석조 건물은 미려성이
돋보이기도 하다. 

기념관에는 성옥 이훈동 선생이 평생 정성들여 모아온 근ㆍ현대 서예 대가의 작품과 한국화는 물론 도자기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품들로 전시되어 있다. 

성옥기념관 로비인 중앙홀에는 기록실 옆으로 박제된 시베리아 호랑이가 전시되어 있고 기념관 입구로 들어서면 한편에 옥 조
각과 1톤이 넘는 자수정 돌기둥이 있어 찾는이들의
인증샷 및 포토존으로 활용되어 사진찍기에 적당하다.

전시실은 기록관 (성옥 이훈동의 및 유품자료 등), 제1전시실(도자기), 제2전시실(서예, 한국화), 제3전시실(한국화,공예)등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전시실에는 추사 김정희, 소치 허련, 남농 허건, 겸재 정선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가들의 작품이 전시 되어 있다.
또한 제3전시실에는 대가들의 한국화가 전시되고 있는데 특히 작품의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남농의 금강산 보덕굴 작품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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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여행코스

또한 제3전시실에는 대가들의 한국화가 전시되고 있는데 특히 작품의 가치가 높다고 알려진 남농의 금강산 보덕굴 작품도 볼
만하다.

목포 성옥기념관은 유달산 등구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목포시민과 목포를 찾는 외지인의 문화쉼터로 자리잡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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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산 하루코스

목포근대역사관 2관 > 성옥기념관 > 이훈동정원 > 목포근대역사관 1관 >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 노적..

코스 자세히 보기

알뜰신잡2 따라잡기

조선장(造船匠) 심정후 >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 목포 정광정혜원 > 목포근대역사관 2관 > 성옥기념..

코스 자세히 보기

목포 문화예술여행 하루코스

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 목포문학관 > 유달산 조각공원 > 유달산 노적봉 > 성옥기념관

코스 자세히 보기

목포근대문화탐방

목포근대역사관 2관 > 성옥기념관 > 목포근대역사관 1관 > 이훈동정원 >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 구 ..

코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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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옥기념관

목포시 영산로 11

061-244-2529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성옥기념관 : 목포시 영산로 11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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