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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유달산 조각공원

목포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달산 이등바위 아래 위치한 조각공원은 48,000㎡ 규모로 지난 1982년 11월 우리나라 최초
야외 조각공원으로 개원하여 한국조각공원연구회 회원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임대 전시해왔으나 전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
부분의 작품이 교체되었다. 이번 작품들은 해양 준심 도시로서 문화를 상징하는 “ 자연, 문화, 조각” 이라는 주제로 추천 심사를
통해 선정 교체하였으며 설치된 조각작품들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2008년 8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특히
유달산 조각공원에 설치된 외국의 저명한 조각가들의 작품들은 국제조감 심포지엄을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로
국내 조각가 작품들과 함께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관상수 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의 기
념사진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 야외음악당, 분수, 휴게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노적봉에 서 있는 유달산 초입의 도로에 들어선 다음 오른쪽의 순환도로를 따라가면 이등바위의 위용이 한눈에 올려다 보이는
낮은 구릉에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각 하나하나가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고, 조각 주변에는 희귀목들을 일부러
심어 놓아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가며 조각작품을 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에서 이등바위로 오르는 등산
로가 마련되어 있어 유달산 등산도 겸할 수 있다.

0시~0시

연중무휴

무료

주차요금 : 무료

없음

주소 유달로 221 (죽교동)

전화 061-270-8359

추천 4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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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여행코스

목포 문화예술여행 하루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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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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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자세히 보기

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유달산 조각공원

목포시 유달로 221

061-270-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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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유달산 조각공원 : 목포시 유달로 221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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