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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생활속의 공예문화를 선도하는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예로부터 목포는 노령산맥 끝자락의 질 좋은 고령토와 풍부한 땔감을 바탕으로 수많은 도요지에서 남도의 멋과 정치를 빚던 고
장입니다. 

목포는 오랜 도자 역사의 전통을 바탕으로 1940년대 우리나라 최초 민족자본에 의한 현대적 생활도자 공장을 세우고 전통과 첨
단기술이
어울어진 ＂생활속의 공예문화＂를 선도하면서 줄곧 우리나라 현대 생활도자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생활도자의 메카인 목포에서 국내 최초로 생활도자박물관을 건립 개관하였습니다.

체험형 문화관광시설로 새롭게 갓바위에 자리잡은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을 찾아 목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9시~18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성인(3000) 청소년(2000) 군인(2000) 어린이(1000) 유아(500)목포시 거

주하는 시민 50% 할인, 초등학생 이하 무료

주차요금 : 무료

없음

주소 남농로 117 (용해동)

전화 061-270-8480

추천 1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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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안내]
- 상설전시실 : 생활도자기, 건축도자기, 첨단세라믹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자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된 공간
- 중앙홀 : 전국도자기 공모전 대상작품과 대한민국 명장의 작품을 비롯한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 기획전시실 : 국내외 도예가의 작품에서부터 세계 명품도자기까지 다채롭고 특색있는 특별기획전 운영
- 전시홀 : 목포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경치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야드로 작품 등 국내외 도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도 어린이가 도자기를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고 도자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놀이형 전시공간
인 어린이체험실을 운영중이며 머그잔과 접시, 라면기등에 색종이를 오려붙이기, 문양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하고 손쉬운 도자
기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공방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실 및 체험공방 이용안내]

도자 체험 내용 

- 밥그릇, 국그릇, 머그잔, 라면기를 이용한 색종이 오려붙이기, 문양스티커 붙이기

체험료
- 이용요금 : 개인 8,000원/단체(20인이상) 6,000원
- 가마굽기 작업으로 2주일 소요됩니다 (택배비 별도)
- 이용시간 : 09:00~17:00
- 도자기 체험 별도 운영 (문의 061-270-8480,413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장권 1장으로 자연사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전체 관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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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여행코스

목포 문화예술여행 하루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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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자세히 보기

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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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시 남농로 117

061-270-8480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목포생활도자박물관 : 목포시 남농로 117 대중교통길찾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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