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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멋과 낭만이 가득한 꿈의 도시 목포 유달산 노적봉에 위치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은 2009년 7월 29일 개관되어 부지 면적
4,420.24m², 건물 2,508m²로 본관동(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및 김암기 미술관)과 별관동(문화예술단체 및 관리 사무실)으로
나뉘어 구성하고 있다. 유달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예술 작품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목포를 대표하는 전원형 미술관으
로 예향 목포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1층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전시소개

2023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기획전시 『 개
화(開花) : 기쁨의 꽃 』 展

전 시 명 : 2023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기획전시 『 개화(開花) : 기쁨의 꽃 』 展

9시~18시

1월 1일, 매주 월요일 기타

무료

주차요금 : 무료

있음

주소 유달로 116 (유달동)

전화 061-270-8300

추천 8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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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
/tour/attraction/area


전 시 명 : 2023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기획전시 『 개화(開花) : 기쁨의 꽃 』 展

전시장소 :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1층

주 최 :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전시기간 : 2023. 4. 7.(금) ∼ 2023. 6. 11.(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관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관 람 료 : 무료

전시작품개요

분 야 :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작품수 : 35점
내 용 : 대자연의 새 생명이 움트는 봄시즌을 맞이하여 오색찬란한 꽃을 모티브로, 21명의 지역 유명 여성작가가 자신만의 방
식으로 영원성이 깃든 꽃들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통해 목포 여성 미술인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기쁨·희망의 메시지 전달하고
자 함

※ 전시장 전경 사진 첨부
(사진 캡션 : 2023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봄시즌 특별기획《 개화(開花) : 기쁨의 꽃 》展 전시전경)

2층 김암기 미술관
목포시는 2000년을 전후로 반세기 동안 목포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지역 서양화단의 거목 고(故) 소화 김암기 화백이 기
증한 다양한 작품 및 유품들을 바탕으로 「김암기 미술관」(이하 김암기관)을 조성하여 2019년 7월 3일 개관하였다.

김암기관은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내 2층에 341.15㎡ 규모로 상설전시실과 작가의 삶이 담긴 재현실, 작가의 시대적
(http://www.mokpo.go.kr)



김암기관은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내 2층에 341.15㎡ 규모로 상설전시실과 작가의 삶이 담긴 재현실, 작가의 시대적
발자취를 보여주는 연보존, 트릭아트로 꾸민 포토존, 수장고 등으로 꾸며졌다.

고(故) 소화 김암기 화백은 1977년 제14회 목우회 공모전 최고상 수상과 한국예총예술대상(2004), 전라남도 문화예술상(2007)
등을 수상하셨고, 목우회 미술대전 및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예총 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목포미협의 주춧
돌, 오거리 터주대감 등 예향목포의 상징이자 자존심으로 불리우며, 목포 예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김암기 미술관 전경 1

김암기관 개관을 기념하여 김암기 기증작품들로 구성한《김암기 회고전》을 미술관 전시실에서 연중 상설전시한다.

《김암기 회고전》은 김암기관의 슬로건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구인 “예향 목포의 거목”이라는 컨셉에 맞는 소재의 작품들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PART 1은 목포항, 그 풍경과 삶의 이야기라는 소주제로 70~80년대 목포 앞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지역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생활상을 향토색 짙은 사실적인 화풍으로 묘사하여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며 헌신하신 작가의 마음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
인다.

PART 2에서는 작가 작품세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색채이기도 한 짙은 바다색을 기조로, 그가 즐겨 그리던 작품 소재들인 유
달산과 다도해의 변화무쌍한 자연 풍경들을 자신의 심상에 비친 또 다른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해 타원형과 곡선 형태, 두텁고
중후한 재질감 등 본인만의 독특한 표현기법으로 형상화하여 서구화풍에서 동양적인 정서와 지역의 서정적 미감을 느낄 수 있
다.

고(故) 소화 김암기 화백의 삶과 작품세계가 집약된 미술관에서 작가의 진면모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한 이번 개관 전시를 통해
예향 목포 미술의 우수성과 멋을 널리 알리고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던 작가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
해 본다.

김암기 미술관 전경 2

담당자 ｜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김유진 ☎ 061-270-8300

김암기 미술관《재현실》 김암기 미술관《연보존》 김암기 미술관《포토존》

김암기 회고전_1부.《목포항 그 풍경과 이야기》 김암기 회고전_2부.《유달산과 다도해의 푸른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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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여행코스

유달산 하루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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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자세히 보기 (http://www.mokpo.go.kr)

/build/images/1529/15299119/1529911940.jpg/1200x1x85/1200x1_1529911940.jpg
/tour/tourguide/mokpocourse?mode=view&idx=27
/tour/tourguide/mokpocourse?mode=view&idx=27


코스 자세히 보기

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목포시 유달로 116

061-270-8300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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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tourguide/mokpocourse?mode=view&idx=27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7448


목록으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 목포시 유달로 116 대중교통길찾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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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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