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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 ART MUSEUMS IN GYEONGGI PROVINCE

경기도 전역에 자리한 박물관들 중 주요 박물관 100개 소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경기도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사,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창작물,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는 수많은 박물관·미술관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우리 삶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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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박물관·미술관,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문화공간입니다.

“맑고 참된 숨결 나려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픈 것

“아름답도다

“두 눈 맑게 뜨고 가슴 환히 헤치자.”

삼국유사나 고려사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內 가산

(假山), 고려시대의 궁원(宮苑)이라는 유적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시

대를 대표하는 희귀한 동·식물, 진기한 노리개와 서화를 모아 진열하는 장소를 이

르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5000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가 이어져 내려

오는 동안 축적된 선조들의 생활양식과 시대정신이 담겨있는 소중한 자원의 집합체

라 할 것입니다. 박물관·미술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유·무형

의 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역사의 진리를 밝혀나가며, 선조

들의 빼어난 지혜를 배우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배움의 터전입니다. 

역사·미술·민속·과학 분야에서의 수집·전시 활동은 

물론 유물관리, 문화교육 활동, 유적발굴·학술조사, 출판물 간행, 국제문화교류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문화 공급소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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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우리역사의 중심무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하고 문화창조로 이어가고자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어

린이박물관 등의 테마형 문화시설 건립하여 맞춤형 문화콘텐츠 공급하고 있으며, 공

교육과의 연계로 학생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과 민속, 사람과 종교, 회화와 미술, 과학과 우주항공 분야까지 

120관의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보유한 도내 박물관·미술관을 특화된 문화공간으

로 지원하여 전시와 공연, 교육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문화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뮤지엄 가이드북 두 번째 판은 박물관·미술관이 한

층 업그레이드된 전시모습, 재미있고 흥미로운 테마, 새롭게 개발된 체험·교육프로

그램 정보, 그리고 주변의 유용한 문화·관광 정보 등 최근의 변화된 문화 정보를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은 그동안 관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시설을 찾아 열린 공간에서 좋은 유

물과 작품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문화적 감흥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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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

박물관·미술관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가 창립한지 7년을 맞이하

는 해입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바람직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박물

관·미술관들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음은 물론,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과 문화중심의 자리를 확고히 하여, 문화

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북 증보 제작 사업은 경기도 내 

박물관·미술관을 총망라한 홍보용 책자 발간 사업이며,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길, 전경사진 및 대표소장품의 사진을 수록해 관람객에게 시각적 효과를 배로 증진

시켰습니다. 또한 전국 박물관·미술관 및 도서관,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여 박물

관·미술관 관람객 유치 증대에 일조할 것이며, 각종 학교동아리 모임 및 가족 단위

의 소규모 문화 탐방의 길라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

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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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북 증보 제작을 통해 앞으로 대외적으로 경

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미술관과 관람객 간의 소통의 거리를 좁

혀나갈 것이며, 소외된 계층과의 차이를 줄이는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 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북 제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 관계자분 및 자료를 제공한 도내 등록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장

이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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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광주, 구리,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등을 아우르는 경기 동부 지역은 풍요로운 자연을 바탕으로 다

양한 테마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여주, 이천을 중심으로 도자 관련 볼거리들이 풍성하다. 더불어 남양주와 양

평일대에는 유원지가 발달해 있어 짧은 주말 나들이 코스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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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26-9   031-799-1500

남양주역사박물관｜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237-3   

 031-576-0558

만해기념관｜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031-744-3100

모란미술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   

 031-594-8001~2

목아박물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2   031-885-9952~4

바탕골미술관｜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368-2   031-774-0745

사람박물관 얼굴｜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68   031-765-3522

서호미술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71-8   031-592-1864~5

세미원 연꽃박물관｜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양수로 93 (구 632번지)   

 031-775-1835

실학박물관｜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1번지   

 031-579-6000 

어우재미술관｜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관한리 42-1   031-883-9080

옹청박물관｜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 291   031-811-4157~8

여성생활사박물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9-3   

 031-882-8100

여주군박물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45-1   

 031-887-3581~2

여주세계생활도자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301-1   

 031-884-8644

영은미술관｜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8-1   031-761-0137

예당국악박물관｜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321-1 번지   

 031-558-4825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272

 031-576-6051

우석헌 자연사박물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87

 031-572-9222

이천세계도자센터｜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69-1   031-645-0614

이천시립박물관｜경기도 이천시 엑스포길 93   031-644-8741~2

이천시립월전미술관｜경기도 이천시 엑스포길 48

 031-637-0033

일본군위안부역사관｜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65

 031-768-0064

잔아문학박물관｜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860-2

 031-771-8577

주필거미박물관｜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64-47

 031-576-7908~9

죽포미술관｜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267   031-881-5905

친환경농업박물관｜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10 번지

 031-770-2491

폰박물관｜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7-1 번지

 010-3555-1572｜031-882-9706

풀짚공예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31-5 번지

 031-717-4538

하남역사박물관｜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426-10

 031-790-6876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1리 474-2

  031-632-1391

한얼테마박물관｜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830-1

 031-881-6319

해강도자미술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30-1

 031-634-2266

해여림식물원｜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산 30-1

 031-882-1700

환경재생조형박물관｜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45-1

 031-772-7978

C아트뮤지엄｜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40-1

 031-775-6945

용문산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

양평군

여주군

여성생활사박물관

폰박물관

목아박물관

여주군박물관

어우재미술관

한얼테마박물관

옹청박물관

친환경농업박물관

환경재생조형박물관

C 아트 뮤지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옹청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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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박물관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삽리 26-9   전화 031-799-1500

조선시대 왕실이 운영하는 관요가 400여 년간 이

어져내려왔던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박물관에

서는 조선백자를 연구하고 조선관요 유적의 발굴과 학술연구

사업, 전통 도자 문화 교육 등 한국 전통 도자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전통 도자기의 육성,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우리 도

자기 공모전’을 격년제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오늘의 한국적 특

성에 맞는 우리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2개의 대형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대규모

의 야외조각공원과 장작 가마, 한국 정원, 다례 시연장 및 광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판매하는 도

자 쇼핑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자문화실 관람객에게 도자의 개념과 역사, 기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정

보를 엄선해 도자기를 관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야외조각공원 국내 작가 

조각 공모전을 통해 확보된 77점의 작품과 초대 작가의 작품 20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한국정원 조선시대 전통 정원을 재현했다. 다례 시연장 다례 시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여하고 있다. 전통 차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장작가마 도예

가들이 전통 가마 제작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가마 구조를 쉽게 알려주기 위

해 제작되었다.

Gyeonggi Dongbu

Gyeonggi Ceramic Museum

경기도자
박물관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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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문화실

상설전시실 백자사자형 향로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한국 도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적 정서를 현대 감각

에 맞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도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기획된 공모전이다. 공모전 명칭

에서 알 수 있듯 참가작은 공예적 완성도를 갖추어야 하며, 21세기를 사는 오늘과 미래의 우

리, 그리고 도자의 자질로 만든 실용성을 갖는 작품을 선별하고 있다. 유일한 한국 전통 도자 

공모전으로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며, 입상작은 매년 1층 기획 전시실에 전시된다.

NOTE

주요 소장품 공개 수집을 통해 구입한 조선시대 관요 자기 218점을 비롯해 620점(2007년 기준)의 유

물과 현대 전통 도자 소장  개관 2001년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관람료 무

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26-9  전화 031-799-1500  홈페이지 www.ggcm.or.kr  교통편 대중

교통: 동서울터미널 1113-1번 버스, 잠실역 500-1번 버스, 남부터미널 500-2번 버스, 인천공항 광주

행 공항버스 이용 경기도자박물관 하차 승용차: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I.C 이용 또는 중부고속도로 곤

지암I.C 이용 곤지암 사거리 앞 우회전  주변 명소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 앵자봉, 천진암 성

지, 침괘정, 태화산 등

경기동부-한글판.indd   15 2011-07-19   오후 3:26:36



16

EXHIBITION HALL

남양주역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237-3   전화 031-576-0558

남양주는 한강을 따라 이어진 선사인의 삶의 흔적

에서부터 산자락 명당에 자리잡은 조선 왕릉에 이르기까지 오

랜 기간동안 옛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풍부한 문화유산이 축적

된 곳이다.

남양주역사박물관에서는 이 남양주를 삶과 죽음, 학문과 풍류

의 터로 삼은 선인들의 자취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전시와 교육, 체험활동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전시실(역사문화실) 남양주의 역사와 생활상을 관람객이 직접 만져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전시실 제2전시실(금석문실) 우리나라 유일의 금석문 전시실로 남양

주의 석물을 중심으로 금석문과 탁본을 알 수 있는 전시실

Namyangju Museum of History

남양주역사
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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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예술을 아우르는 ‘통섭교육’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전시유물을 통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자, 

실물을 통한 다각도의 연구와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역사와 자연,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역사의 다원적 접근을 

실현하며, 이는 박물관의 5대 기능인 수집, 보존, 전시, 연구, 교육의 모든 기능에서 발현되도록 하고 있다. 남양주역사

박물관은 이러한 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해 각 학문의 다양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에게 이를 널리 제공하는 가장 적

합한 문화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OTE

주요소장품 역사ㆍ문화 자료 1,400여 점  관람시간 09:00∼18:00 (입장 17:00까지)  휴관일 매주 월

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nyjmuseum.go.kr  교통편 1) 대중교통 : 8, 8-2, 88, 167, 

2000-1, 2000-2 팔당역 정류장 하차 후 지하철 중앙선 팔당역 하차 도보 1분, 2) 승용차 : 6번국도 이

용 하팔당삼거리 → 팔당역 방향 → 팔당대교 지남 → 팔당역  주변명소 다산유적지, 예봉산, 수종사, 

팔당댐

SPECIAL PROGRAM

남양주의 유구한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료들

남양주역사박물관의 교육체험프로그램

은 관람객이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체험프로그램, 더 심도 깊고 알찬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심화학습프로그

램, 방학 및 분기별로 특별히 기획되어 

운영되는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더불어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배움터 및 박물

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

그램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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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만해기념관은 만해 한용운 선생 관련 자

료와 연구 서적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교육하는 명

실상부한 만해 연구의 도량이요, 만해 정신을 선양하고 있는 대

표적 산실이다. 그가 사용하던 책과 저술, 독립운동 관련 자료

와 일화,『님의 침묵』초간본을 비롯한 160여 종의 판본과 그 

외 800여 편이 넘는 연구서 등은 만해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어 만해 선생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매년 1∼4회의 특

별기획전을 통하여 만해의 새로운 면모를 재발견하고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대표적 만해

기념관이다.

만해기념관

주소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전화 031-744-3100

Manhae Memorial Hall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전반적 일대기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으로서 그가 사용

하던 책과 저술,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일화,『님의 침묵』초간본을 비롯한 160여 종의 판본

과 그 외 800여 편이 넘는 연구서 등을 전시하여 만해 선생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

게 한다.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만해기념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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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OGRAM

NOTE

주요 소장품『님의 침묵』초간본을 비롯한 160여 종의 판본, 800여 편의 연구서,『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등 만해 선생의 저술을 비롯한 친필유묵,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일화.  개관 1997년 11월  

관람시간 09:00~17:00(동절기), 09:00~18:00(하절기)  휴관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 20인 이상 단체 할인 20%, 산성리 주민·장애인·군인 50% 할인, 6세 이하 

어린이, 국가유공자 무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전화 031-744-3100  홈페이지 

www.manhae.or.kr  교통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 → 9, 9-1(주말 운행), 52번 버스 승차(산성

종점 하차) →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옆길로 120m거리, 승용차 (남문진입로)·잠실→복정사거리→약진

로→남문→산성로터리·분당→모란→태평사거리→시청앞→신흥주공→남문→산성로터리·경부고속

도로양재IC→복정사거리→약진로→산성로터리 (동문진입로)  주변명소 남한산성, 수어장대, 행궁, 현

절사 등 다수의 국가 유적지

만해 친필인 <선방 뒤뜰에 올라>

<조선불교유신론>

<님의 침묵>

만해 학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을 

선양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착순 40

명을 모집해 하루 동안 진행한다. 비록 

짧지만 소중한 꿈을 만해 선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다.

만해문학 청소년 백일장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알

리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

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

린이 동시 짓기, 내가 느낀 애국심 등을 

시화로 표현하는 것 등이다.

3·1 독립운동  만해기념관에는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다. 대

표적인 것으로 태화관에서 33인이 독립선언을 했던 기록화다. 하지만 기록화를 자세히 보면 

33인이 아니라 29인임을 알 수 있다. 4인은 도장만 찍고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다. 또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3·1 독립선언문 원본이 전시되어 있다. 원본에는 첫 줄 ‘조선’

이 ‘선조’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

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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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미술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  전화 031-594-8001~2

경기도 마석의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자

리한 미술관이다. 모란미술관은 국내외 우수한 현대 미술 작품

을 수집하고 수장하며, 그 미술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종합적

인 현대 미술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서울과 경기도, 춘천을 잇

는 지역 문화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현대 조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모란국제 조각심포지엄을 비롯 모란조각 대상, 모란 미

술관 학교 등을 운영해 작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관람객에게 여유로운 산책과 예술의 향

기를 선물하는 미술관이다.

전시실 상설전과 기획 전시를 운영한다. 야외 전시장 국내외 유명 작

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수장고 ‘노래

하는 모란탑’이라 불리는 사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대식 보존시설

을 갖추고 있다.

Moran Museum of Art

모란미술관

남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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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품 국내외 현대 미술 작품  개관 1990년 4월  관람시간 09:30~18:30(3월~10월), 09:30-

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3,000원(단체 2,500원), 청소년 2,000원(단체 1,500

원), 어린이 1,500원(단체 1,000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  전화 031-594-

8001~2 홈페이지 www.moranmuseum.org  교통편 대중교통: 잠실역 1115번 버스, 천호동 1119

번·1-4번 버스, 청평에서 마석행 시내버스나 청량리행 1330번 버스 이용 모란미술관 하차. 청량리역

에서 경춘선 마석역 하차 도보 10분 승용차: 서울에서 구리, 남양주를 거쳐 춘천 방향 46번 경춘도로 

금곡에서 평내를 지나 마치터널 방향으로 4.5km  주변 명소 광릉, 국립수목원, 남양주종합촬영소, 비

금계곡, 새터호반리조트, 수동국민관광지, 운길산, 축령산자연휴양림, 홍릉 등

김정숙의 작품 야외전시장

최만린의 작품야외전시장

고명근의 <경기도의 콜로세움> (1996)  고명근은 사진과 조각이라는 다른 장르를 통합해 하나

의 작업 도구로 삼고 있다. 스스로 이전에는 입체적 구조에 사진을 입히는 작업을 했지만 이

제는 사진과 조각을 따로 놓고 각기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자연

과 상치된 영역의 사이버 공간, 실재의 대극점에 있는 허구를 표면의 이미지를 통해서 역으로 

드러나는 구조에서 확인하게 된다. 고혹적일 뿐만 아니라 단단하며 이지적으로 보이는 구조물

이 현실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진이 모여 이루어낸 가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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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아박물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2  전화 031-885-9952∼4

우리나라 전통 목공예와 불교 미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개관한 전문 불교 박물관이다. 1989년 2월 착공해 이듬해 

전시관을 완공하고 전통 공예관으로 개관한 뒤 계속해서 학예

연구실, 소반정사, 야외전시관 등 부속 건물을 완공했고, 1993

년 야외전시장에 미륵삼존대불을 점안하면서 정식개관했다. 

한국의 전통 불교 조각 기법을 보존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법으

로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우수한 전통 공예 문화를 후세에 알리기 위한 박물관이다. 불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과 현대의 불교 조각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인의 기술과 장인정신을 일깨

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조각전시실(3층) 목아 박찬수선생이 60여년간 조각한 십이지신상, 팔상도, 불

보살상 등 대표 목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불교유물실(2층) 의식법구, 불상의 

종류, 복장유물 등 불교유물 약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영상실 및 체험교실

(지하) 수시 영상이 상영되고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별전시실 및 

문화상품판매장(1층) 기획전, 특별전, 초대전 등으로 활용되는 전시실과 문화상품

판매장이 자리잡고있다. 야외 전시장 한얼울늘집, 큰말씀의집, 마음의문, 하늘교

회 백의관음, 미륵삼존불 등이 있다.

Mok-a Museum

목아박물관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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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목조각장인의 불상등 목조각작품, 불교유물 및 기타 현대미술작품 등  개관 1993년  관

람시간 9:00∼18:00(4∼10월), 9:00∼17:00(11∼3월)  휴관 연중무휴  관람료 성인 5,000원, 청소

년4,000원, 어린이/경로 2,000원, 단체 20인 이상 1,000원 할인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2  전화 031-885-9952∼4  홈페이지 www.moka.or.kr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 동서울, 상봉터

미널에서 여주행 버스 이용 여주 종합터미널 도착 후 강천행 버스 이용 목아박물관 하차 승용차: 영동

고속도로 이용 여주톨게이트 이용 여주읍으로 진입해 원주방면 42번 국도에서 7km 직진해 우측 주변

명소 사슴마을, 세종천문대, 신륵사, 고달사지, 명성황후 생가, 석봉도자기미술관, 효종대왕릉 등

불감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나한 ‘아라한’의 준말로 최상급 수행자이자 공덕을 구비한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박물관의 나한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자세와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간혹 기괴한 

용모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깨달은 자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여

유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나한은 조각으로 조성되기도 하지만 불화가 많은 편이다. 

나한상 조성의 시작은 십대 제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석굴암의 십대 제자상은 

불교가 전해진 초기부터 나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것이 후에 16나한, 

500나한 등으로 발전되었다. 목아박물관에는 나한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다.

체험학습  전통목조각 체험 및 목판화, 

장승핸드폰줄 깍기, 문패명패만들기, 

부채그리기, 클레이아트, 북아트 등 다

양한 체험을 진행하고있다

목아 전통 예술 학교  전통 예술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문하

생 학점 인정을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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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골미술관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368-2  전화 031-774-0745

서양화가 박의순 선생이 1986년 서울 동숭동 대학

로에 바탕골 소극장을 개관해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이나 

미술전 등을 개최한 것이 시초이다. 그후 더 나은 공간을 위해 

양평군에 300석 규모의 극장, 2개의 전시장을 갖춘 미술관, 도

자기 공방, 공작실, 갤러리 카페 등으로 구성된 열린 공간을 마

련하고 바탕골 예술관을 열었다.

미술관에서는 매년 6회 정도 특색있는 테마를 가진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동안 백남준전, 양평휴게소전, 

비디오전, 콜렉션전, 한국전통미술전, 한지-2001전 등 다양한 전시회가 열렸다.

1층 전시실 단층 구조로 토층전사, 바닥 전시도편, 분원 공방터, 가마 

모형 디오라마, 분원백자 태토, 유약 원료, 분원백자 완형 유물, 파편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멀티스크린 인스톨레이션에서 상영

하는 <아! 분원>(10분 분량)은 놓쳐서는 안 될 관람 포인트다.

Batangol Art Center

바탕골미술관

양평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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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득의 <전설기>

주요소장품 목가구, 전통회화, 현대미술 등  개관 1999년 7월  관람시간 11:00~17:00(수·목요일), 

11:00~18:00(금∼일, 공휴일)  휴관 매주 월·화요일  관람료 성인 3,000원, 청소년·어린이 2,000원, 

양평군민·65세 이상 1,000원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368-2  전화 031-774-0745  홈페

이지 www.batangol.co.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13-2번 버스 이용 퇴촌농협 하

차 후 12-9번 항금리행 버스 타고 바탕골미술관 하차 승용차: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중부고속도로 진

입 첫 번째 터널에서 경안I.C로 나와 천진암·퇴촌 방면 우회전(45번 도로) 후 도마삼거리 퇴촌 방면 우

회전(88번 국도) 천진암 계곡 입구 사거리(양평 방면 좌회전)에서 약 9km 후 우측  주변 명소 두물머리, 

산음자연휴양림, 석산계곡, 양평들꽃수목원, 산수유마을, 양평국제천문대, 용문사, 중미산자연휴양림, 

중원폭포, 함왕봉 및 성터 등

단체 패키지

소풍가자 예술 체험 활동을 하는 프로그

램으로 10명 이상 신청가능

문화 런치파티 ‘문화를 주제로 한 수다’

로 10인 이상 신청 가능

Oh Happy Day 문화 파티로 20인 이상

신청가능

Shall We Dance & Art 체험 교육 학습

으로 30인 이상 신청 가능

일반 패키지

유쾌한정글 여름방학 1일문화체험코스

해피아트센터 공연이 있는 프로그램

양평五樂실 자연 속 오락실

아트박스 타입별 색다른 문화 데이트

Free Pass Ticket 1일 자유이용권

DoDo 패키지 도우미가 있는 프로그램

그랜 카프만의 <인사동 2>  동양 건축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

는 작가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격자 프레임은 제목에서 ‘Window’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

는데 이는 동양에서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의 

작품에는 종종 한옥에 대한 찬사와 신비로움이 묻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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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박물관 얼굴

주소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68  전화 031-765-3522

연극 연출가 김정옥 선생이 40년 동안 수집해온 

얼굴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외관은 전라도 강

진에서옮겨온 한옥으로 백두산 소나무로 지은 집이라고한다.

전시 공간에는 돌로 만든 각종 조각, 목각인형, 도자기, 세계 각

국의 도자 인형, 유리 인형, 와당, 가면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의 표정에 담긴 장인의 감수성과 갖가지 느낌이 이채

롭다. 얼굴과 관련된 물품은 무엇이든 만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양한 나라 사람의 얼굴이 전시

되어 있다. 학생들과 일반인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내부전시실 비석, 비각, 목장승 등 얼굴 관련 작품을 전시한다. 야외

석인전시장 자연과 석인이 어우러진 갤러리다.

Museum of Face

사람박물관 얼굴

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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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조각, 목기, 인형 등  개관 2004년  관람시간 10: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화·수·

목요일은 예약제로 운영)  관람료 성인 4,000원(단체 3,000원), 청소년·65세 이상·광주 시민 3,000

원(단체 2,000원), 어린이 2,000원(단체 1,500원), 관람 및 음료가 제공되는 골드 티켓 6,000원, 5세 

이하·장애인 무료  주소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68  전화 031-765-3522  홈페이지 www.

visagej.org  교통편 대중교통: 동서울고속터미널에서 13-2번(05:10~22:50 30분 간격) 퇴촌 방면 버스

를 타고 퇴촌사거리에서 하차 후 택시 또는 렌트카를 이용해 이동(요금 4,000원) 승용차: 중부고속도로

에서 광주 천진암I.C로 나와서 천진암 방향으로 우회전 도마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분원리에 진입해 마

을 초입 우측에 농협하나로마트와 좌측에 분원슈퍼가 보임, 분원슈퍼 우측 골목으로 5m  주변 명소 광

주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 앵자봉, 천진암 성지, 침괘정, 태화산 등

특별 전시 오프닝 행사

명기인형 3점 동자석

한국의 석인 ‘석인’ 혹은 ‘돌 사람’은 우리의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 유산이다. 문관석, 무관석, 동

자석, 망부석은 우리나라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옛 마을의 어귀에는 장승이

나 벅수가 서 있었다. 그들은 무덤과 마을을 지켜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표식 

역할을 한다. 이름 없는 조각가들이 만든 돌 사람은 우리 민화 못지않게 뛰어난 예술성을 지

닌 민중의 조각이다.

얼굴 그리기 체험 교실 한국적형상찾기를

주제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가 조각돌의 질감

을 느끼며 상상의 얼굴을 그려보는 활

동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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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미술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71-8  전화 031-592-1864∼5

설립자의 풍부한 예술 활동이 바탕이 되어 그동안 

수집, 관리해 왔던 미술품을 기반으로 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을 기획, 상설 전시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교육 및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남양주지역을 기반으

로 한 미술문화의 발전과 나아가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복합문

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성격의 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미술관 1층에는 본 전시실과 소전시실이 이루어져 있는데, 본 

전시실은 강쪽이 격자창으로 오픈되어있어 자연 채광이 작품들

을 한껏 살려준다. 특히 천정이 5m로 전시실의 공간감이 작품

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소 전시실은 소품전

시이 공간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아트상품들을 기획, 전시하는 

등 변화 있는 공간 운영을 하고있다.

Seoho Art Museum

남양주시

서호미술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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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회화 작품 등 300여 점  개관 2001. 05. 25 홈페이지 http://www.seohoart.com  관람

시간 10:00∼19:00  관람소요시간 1시간 반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휴관  관람

료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어린이·군인·장애인·65세 이상 무료  교통편 대중교통 : 강변역 

2000-1번, 청량리역 2228번 버스 이용, 진중삼거리 하차, 승용차: 서울에서 팔당을 거쳐 청평으로 가

는 45국도 상, 북한강가에 위치, 서울종합촬영소 맞은편  주차안내 무료, 승용차 50대 가능  주변명소 

다산 정약용 묘소, 서울종합촬영소,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모란미술관, 주필거미박물관,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하절기 남양주 야외축제

음악인들이 미술관에서 연주하는 “갤러리 콘서트”는 어느덧 일상적 풍경이다. 대개 속을 들여다보면 미술작품이나 전

시공간을 ‘배경’으로 활용할 뿐 ‘음악’과 ‘미술’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내악단 ‘화음(畵音)’ 시도 하는 음악회

는 미술과 음악의 새로운 결합이라 할 만하다. 그들이 매월 셋째주 토요일(2, 8월은 제외) 오후 5시 서호미술관에서 갖

는 “미술이 있는 가족 음악회”가 바로 그 무대이다. 이 음악회는 미술관을 단지 연주 장소로만 활용하지 않는다. 미술

관에 전시되는 작품의 이미지에서 작곡가가 음악적 영감을 끌어내 작곡한 창작곡을 초연(初演)한다. 화음은 일과성 행

사에 그치지 않고 매달 한차례씩 미술작가와 작곡가의 만남을 정례화, 미술을 화두 삼는 창작곡을 포함해 가족을 위

한 편안한 클래식곡까지 들려준다.

김형현의 작품

전경

이은호의 작품 한혜영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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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원 연꽃박물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양수로 93 (구 632번지)  

전화 031-775-1835

오래전부터 태양이 뜨고 질 때마다 다시 피었다 지

기를 계속하는 연꽃은 생명력의 근원인 빛과 회생(回生)을 상징

해왔고 그러한 상징성은 인도의 고대신화에서부터 중국을 거

쳐 우리나라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세(現世)에 태양이 

비추듯 고구려 고분의 천장에는 대연화(大蓮花)가 장식 되었고 

고분에서 출토된 의례적인 여러 공예품에도 연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연꽃이 사후세계에서의 회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사랑받고 생활 속에 함께 하였던 연꽃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의 

새로운 가치와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선조들의 생활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연꽃의 자취를 찾아 현

대 문화 속에 재조명 하기위하여 연꽃박물관을 열었다.  

2층 연문화 관련 상설전시장  3층 연음식관련 특별 전시장

Semiwon Lotus Museum

세미원 연꽃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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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은입사연화문항로(고려시대) 외 550점  관람시간 : 3월∼11월 09:00∼18:00(입장 17:30

분), 12월∼2월 09:00∼17:00(입장 16:30분)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3,000원(관람이 끝나면 농

산물 교환권 발부)  홈페이지 semiwon.co.kr  교통편 대중교통 : 버스) 청량리 - 167번 양수리 종점하

차후 500m, 강변역 - 2000-1(양수리 경유 양평행) 체육공원 하차 100m (배차 1시간 간격), 지하철) 중

앙선 [양수역] 하차후 양서문화체육공원 방향으로 도보10분, 승용차 : 6번 국도 양평방향으로 [신양수

대교]를 건너자마자 양수리방향 오른쪽으로 진입하여 양수리 방향으로 500m 양서문화체육공원 주차

주변명소 두물머리, 석창원, 세미원

연화문수막새  한국 건축물의 지붕을 덮는 기와를 와당이라고 한다. 수막새란 수키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곳에 문양을 새겨 건축에 장식성과 상징성을 더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사찰과 궁궐을 비롯하여 민가에서도 연꽃으로 장식한 수막새를 사용하여 당시의 연꽃무

늬 와당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아미타극락회상도

밀화굴레

SPECIAL PROGRAM

연문화 체험하기  여러 수생식물의 한해

살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연 속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

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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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1  전화 031-579-6000∼1

경기도가 건립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실

학박물관은 조선후기 개혁·실천의 학문인 실학사상을 연구

하고 교육·전시하며, 그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해 2009년 10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소재한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 유적지 바로 옆에 대지 면적 

4075m²(1200여 평), 연면적 2038m²(600여 평) 규모의 2층 건

물로 건립되었다.

실학박물관에는 ‘실학의 형성(제1전시실)’과 ‘실학의 전개(제2전시실)’,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의 전환으

로 이루어진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제3전시실)’를 전시하는 3개의 상설전시실과 별도의 기획전시실, 교

육·체험을 진행할 강당(80석) 등과 이외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The Museum of Silhak

실학박물관

제1전시실 제1전시실의 주제는 ‘실학의 형성’이다. 먼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실학이 탄

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2전시실 본격적으로 실학 전개기의 

유물을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利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 ‘조선학(朝鮮學)’이라는 

주제로 나누어서 전시가 진행된다. 제3전시실 실학속의 과학사상을 보여주기 위한 천문학과 

지리학을 주제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주요 전시유물로는 조선시대 휴대용 천문의기로 

최초 공개되는 ‘아스트로라베(Astrolabe)’를 비롯하여 박규수(朴珪壽)가 직접 제작한 천문도인

『평혼의(平渾儀)』도 있다. 종이로 제작된 근대식 혼천의의 유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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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NOTE

주요소장품 마테오 리치(천주실의), 이수광(지봉유설), 유형원(반계수록), 홍대용(을병연행록), 조선통신

사행렬도, 호병, 이익(성호사설), 정약용(경세유표)/목민심서), 박제가(북학의), 박지원(열하일기), 박규

수(상고도회문의례), 고염무(일지록), 대진(대동원집), 미우라 바이엔(현어도), 구마자와 반산(집의화서),

아스트로라베, 박규수(평혼의), 최한기(준박), 정상기(동국대전도) 김정호(대동여지도목판)  관람시간 오

전 9시~오후 9시  휴관 연중 무휴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silhak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

통：국철 중앙선 덕소역, 도심역, 팔당역 하차 → 일반버스 2000-1, 2000-2, 8, 167번 환승 → 다산유

적지 입구 하차 → 도보 약 20분 승용차(주차 무료)＊서울 방면에서 오실 때：서울 → 강변도로 또는 간

선도로를 따라 구리(6번 국도) 진입→ 덕소 방면 6번 국도 직진 → 팔당역 → 팔당댐 → 구 춘천방면 철

도 밑 굴다리 → 다산유적지 방면 우회전 → 다산유적지 앞 공용주차장 ＊수원 방면(경기 남부)에서 오

실 때：동수원 IC → 신갈 JC(경부고속도로 판교/서울 방향) → 판교 JC(외곽순환도로 구리/성남 방향

→ 하남 JC(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 하남 톨게이트 → 팔당대교 → 팔당댐 → 구 춘천방면 철도밑 

굴다리 → 다산유적지 방면 우회전 → 다산유적지 앞 공용주차장 주변명소 남양주역사박물관, 양수리, 

수종사, 세미원

실학박물관은 연중 청소년 실학교실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전통문화 동아리 대상으로 실학강

좌, 전시실 관람, 다산 유적지 답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연2회에 걸쳐 진행하는 초등학생 실학캠프와 다산연

구소협력사업인 대학생 실학캠프, 다산실학기행 등이 있어 실학박물관의 풍성함을 더해 준다.

김육 초상 송하한유도

아스트로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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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어우재미술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관한리 42-1  전화 031-883-9080

어우재미술관은 2005년 11월에 경기도 여주군 점

동면 관한리에 있는 오갑산 자락에 건립되었다. 오갑산은 삼도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를 아우르는 유명한 산이다. 어우재

미술관의 명칭은 ‘어우실’이란 마을 이름이 근원이다. 예전에 

호랑이를 비롯한 짐승들이 많이 살았고,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

리에서 ‘어우실’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어우재미술관

은 아담한 미술관으로서 ‘가족사랑’을 중시하며 유소년들의 미

술이해 도움과 예술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맑고 넓은 자연림 속에서 함께 하는 어우

재미술관은 폭 넓은 예술품 감상과 도자체험 등 예술의 생활화로 아름답고 다정한 사회실현에 한 몫을 하

고자 한다.

제1전시실(회화관) 도자벽화, 흙그림, 서양화 등 우수작 70여점 소장품 전시 및 기획 전

시  제2전시실(공예관) 도자기, 목공예등 공예작품 100여 점 중 우수작 전시 및 초대 기획전,   

다도 체험, 도자 체험. 야외 도조, 조각품 야외 전시 큐레이터의 권유 캔버스화 된 도자벽화 

작품 감상 도자체험, 다도체험, 흙그림체험, 산림욕, 계곡체험, 낚시. 

Eowoojae Art Museum

여주시

어우재미술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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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NOTE

주요소장품 회화, 도자기, 조각 등 200여 점  개관 2008년 10월 20일  관람시간 10:00 ∼ 18:00(동계 

17:00)  관람소요시간 1 시간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어른 1000원, 어린이·군인 500원, 노인 

무료  교통편 대중교통 : 동서울, 강남·여주터미널(90분 소요) → 시내버스(50-2) 이용, 승용차 : 여주

IC에서 장호원방향 23km 지점  주차안내 승용차 30대 이내, 무료 부대시설 및 주변환경 오갑산등산, 

어우실낚시터 등 여주관광 : 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복숭아 축제, 도자축제

‘1070’ 소명제 아래 10세 전후의 유소년들과, 일상에서 소외되어가는 70세 전후의 노년층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도시와 지역간의 예술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주요 소장 작품

전시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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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옹청박물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 291  전화 031-811-4157∼8

옹청박물관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한민족의 혼과 얼을 심화·고양하며, 한국적이고 그리스도적

인 예술치유를 통해 생명의 문화를 구현하려 한다.

옹청박물관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한민족의 혼과 얼을 심화·고

양하며, 한국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예술치유를 통해 생명의 문화를 구현하려 한

다. 전시실 내부에는 2층 전시실 구약 성경 46경의 나전칠화 작품 1층 전시실 도

자기류 500여점과 나전칠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ONG CHUNG MUSEUM

옹천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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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NOTE

주요소장품 성경 7경 나전칠화 작품과 도자기류 문화재 500여 점  개관 2002년 10월 10일  관람 시

간 매주 화∼금요일(9:00∼13:00)  휴관일 매주 토·일·월요일 및 공휴일 (사전 예약의 경우는 예외)

관람료 무료 (회원·비회원)  교통편 1) 대중교통 곤지암에서 양평행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활용하여 

산북면 상품리에서 하차후 여주방면 1Km 도보, 2) 승용차 3번 경충국도 곤지암 사거리에서 양평방향 

12Km직진후 삼거리에서 오른편 여주방면으로 1Km지점  주변명소 서희장군묘, 주어사터, 해여림식

물원 

그리스도교 성경 73경 나전칠화 천정화 21C 동서시대를 맞아 한국전통공예인 나전칠

화 기법으로 그리스도교의 신구약 성경 73경을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조형화

하여 2개의 전시관 천정에 설치하였다. 인간문화재들과 함께한 이 작품은 그 의미

와 규모에 있어 세계그리스도교계에서 초유의 예술적 시도로 평가되고있으며, 앞으

로 동서양 종교사상의 조화, 그리스도교의 토착화 및 한민족의 혼불 사르메 기여하

리라 기대한다.

SPECIAL PROGRAM

옹기종기 예술치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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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여성생활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9-3  전화 031-882-8100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의 강천초등학교 강

남 분교에 자리한 박물관이다. 분교가 폐교가 된 후 박물관으로 

다시 꾸민 곳이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다. 천연 염색가 이민정 선생

이 설립했는데, 선생은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연구하며, 자연을 이용해 독특한 빛깔의 염료를 만들어 문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박물

관에서는 여성에 관한 유물뿐 아니라 과거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가구, 의복, 장신구, 생활 도구 등도 볼 수 

있다.

다도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다기와 다구를 볼 수 있다. 다도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예절실

도 겸하고 있다. 천연염색전시실 식물, 광물 등에서 추출한 염료로 염색한 천을 전시하고 있

다. 가구 및 생활용품전시실 베틀, 머릿장, 약장, 가마 등을 볼 수 있다. 고전의상 및 장신구전

시실 관복, 혼례복, 고쟁이, 저고리, 노리개, 바늘 쌈지 등 의복과 장신구를 전시하고 있다.

Woman Life Museum

여성생활사박물관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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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NOTE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복식, 문헌, 천연염색 자료 등 유물 4,000여 점  개관 2001년 6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5,000원(단체 3,500원), 어린이·학생 2,000원(단체 

1,000원)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9-3  전화 031-882-8100  홈페이지 www.womanlife.

or.kr  교통편 대중교통: 여주 버스터미널에서 10번 버스 이용, 박물관 앞 하차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이용 여주I.C로 나와 우회전, 여주 시내 방향으로 직진 여주대학 지나 이천-원주 간 자동차 전용도로 방

면으로 진입해 이호대교 지나 강천나들목에서 우회전, 강천중학교 지나 고갯길 입구에서 우회전, 강천

리 굴암리 방면 직진  주변 명소 고달사지, 세계생활도자관, 세종천문대, 신륵사, 여주관광농원, 여주도

예단지, 영월루, 황포돛배, 효종대왕릉 등

천연 염색 전시실

생활용품 전시실

조선시대 여성 복식  옷은 신분에 따라 색과 재료가 달랐고 시대에 따라 옷 길이와 디자인이 

변화했다. 과거에는 속옷을 여러 겹 껴입는 풍습이 있었으며 그 순서도 정해져 있었다. 특히 

내외가 심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은 너울, 처네, 전모, 장옷, 쓰개치마 등 얼굴을 가리는 용도

의 옷도 따로 있었다. 머리 모양도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미혼 여성은 땋은 머리, 

출가한 부인들은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상류층은 어여머리, 떠구지 머리 등 가체를 얹

었는데 이것의 사치가 심해지면서 영·정조 시대에는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다. 생활사를 생

각하면 단순한 듯 느껴지지만 이곳에서 실제로 보면 이렇듯 다양한 생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염색 프로그램 계절마다, 시즌마다 성격

에 맞게 천연 염색 교실을 운영하고 있

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다도 체험 학교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다도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전통 녹차

를 시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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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박물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45-1  전화 031-887-3581∼2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내에 자리한 향토사료관은 

여주와 관련된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여

주 관련 인물들의 서간문, 교지, 칙령, 전문 등 고문서류와 여주

목읍지, 여주향교중수기사 등의 전적류, 고지도 등이 있고, 구

석기시대 석기와 점동면 흔암리 선사유적, 삼국시대 매룡리 고

분군 자료, 고달사지·신륵사·원향사지 등 불교 유적 자료, 중

암리 고려백자요지 등 도자 가마터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외 민속 유물과 문방구류, 문인석, 연자방

아 등의 석조물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중암리가마터 발굴 유물 특별전(2005)’, ‘여주 근현대 행정 자료 특

별전(2007)’ 등 특별 기획전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제1전시실 고려 중기 문인 이규보 선생에서 현대작가 류주현 선생

에 이르기까지 여주 관련 인물의 자료와 유물을 전시 중이다. 제2

전시실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여주의 장구한 역사와 문화 유적을 

볼 수 있다. 야외전시공간 문인석, 연자방아 등의 석조물과 이규보 

문학비, 이색시비, 류주현문학비를 전시하고 있다.

Yeoju Historical Museum

여주군박물관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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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치록(명성왕후의 부친)의 서간

송별시축해좌전도

쌍룡거줄다리기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정월대보름 놀이다. 암룡과 숫룡 두 마리의 용 줄을 

가지고 노는데, 암룡이 이기면 3년 동안 풍년이 들고 마을 전체가 평온하다는 말이 전해져 온

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로, 사람들은마을 서낭제 대동우물제와 강고사, 집고사를 

치르고 흥겨운 농악에 맞춰 줄을 강에 띄워 보낸다. 그렇게 액운을 떠나보내면 놀이는 끝이 

난다. 쌍룡거줄다리기는 전국민속놀이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했다.

NOTE

주요 소장품 여주 인물자료, 유물 1,000여 점  개관 1997년  관람시간 09:00~18:00(3월~10월), 

09: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45-1  전화 031-887-3581~2  홈페이지 www.yj21.net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동서울고속버스터

미널에서 여주행 버스, 여주 터미널에서 내려 양동, 강천행 버스 이용 신륵사관광지 하차 승용차: 영동

고속도로에서 여주읍 방향 여주대교 건너 우회전 후 신륵사관광지 도착  주변 명소 고달사지, 사슴마

을, 세종천문대, 신륵사, 여주관광농원, 여주도예단지, 영월루, 황포돛배, 세종대왕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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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301-1  전화 031-884-8644

한국 생활 도자기 생산의 주요한 거점인 여주에 

있는 도자관이다. 역사 깊은 사찰인 신륵사와 인접하고 남한강

을 바라보고 있는 명소에 자리해 있어 관광을 겸해 찾기에도 

적당하다. 2년에 한 번씩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세계 

도자 디자인의 경향과 생활 도자기의 미를 조명하는 기획전, 

특별전을 열고 있다. 생활 도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

문 전시관으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생활 도자의 발전을 주도해갈 것이다. 현재 2개의 대

형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및 전문가를 위한 도예 공방과 전통 가마, 야외 

도자조형물인 한글나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세계의 꽃병 40 전시’를 진행 중으로, 재단 소장품 중 미적 요소와 실용성을 

갖춘 화병 40여 점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 신소장품전을 진행 중이며 제4

회 비엔날레를 통해 입수된 작품 중 생활 부문 우수작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한편 인테리

어와 도자 작품의 조화로운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생활 도자의 활용성을 보여주는 세라믹

하우스Ⅲ 전도 선보이고 있다.

Yeoju World Ceramic Livingware Gallery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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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마리코엔의 <여덟개의 꽃병>

안토넬라 치마티의 작품

이윤아의 <Super Natural>  2007 제4회 국제공모전의 생활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도자 조명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창의적으로 보여준다. 인테리어의 완성은 어떤 조명을 쓰느

냐에 있다고 할 정도로 조명은 실내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특히 도자 조명은 자연에 가

까운 빛을 내는 소재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3미터에 달하는 이 작품이 설치된 방에 들어서면 

도자기 피스들을 통과한 달빛 같이 은은한 빛이 공간에 퍼지면서 도자 조명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형태,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작가의 상상력을 한껏 발휘한 작품으로 다섯 대륙

에서 온 심사위원들도 찬사를 보냈다.

CURATOR’S CHOICE

도예공방 도자기 전시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자기를 만

들어 보는 흙 체험실, 어린이들이 흙과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토야 흙 

놀이방, 전문가를 위한 가마, 토련기, 물

레 등이 있는 기초 실험실 등이 있어 

다양한 도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도자 작품 및 자료  개관 2002년 2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국경일

과 겹치는 경우는 익일), 신정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301-1 | 전화 031-884-

8644  홈페이지 www.wocef.com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동서

울터미널, 상봉터미널,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행 버스 이용 여주 터미널

에서 버스 7번, 10번 이용 도자관 앞 하차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여주I.C를 통해 나와 도자관 안내판 따

라 이동  주변 명소 고달사지, 사슴마을, 세종천문대, 신륵사, 파사성지, 여주도예단지, 명성황후 생가, 

황포돛배, 효종대왕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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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미술관

주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8-1  전화 031-761-0137

영은미술관은 동시대 현대 미술 작품을 연구, 소

장, 전시하는 곳으로 창작 스튜디오를 겸비한 복합 문화 시설이

다.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미술관 형태를

과감히 변화시켜 미술관 자체가 생생한 창작의 현장이면서 작

가와 작가, 작가와 평론가, 작가와 대중이 살아있는 미술과 함

께 만나는 장을 지향하는 곳이다. 종합 미술 문화 단지 성격을 띠며 앞으로 조형 예술, 공연 예술 등 다양

한 형식과 내용의 예술을 수용하고 창작, 연구, 전시, 교육, 서비스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 참여계층

을 개방하고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제1전시실 기둥이 없고 천장이 높아 전시 내용에 따라 자유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제2

전시실 한국건축 공간의 비례와 미감을 표현한 곳으로 회화, 사진, 도자기 등 전통 매체 중심

의 전시가 열린다. 영은홀 200석 규모의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음악회, 세미나 등 다

목적 공간으로 이용된다. 제4전시실 지하와 창고의 이미지가 공존한다.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

로 실험적인 성격의 전시를 진행한다.

Yougeun Museum

영은미술관

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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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제2전시실

야외에 전시된 김진영의 작품들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영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창작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표현 매체를 다루는 개성 있는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한국 미술계의 발전

에 기여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술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외 신진 작가부터 중견, 원로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작가

들에게 최적의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여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이

루고 있다.

NOTE

주요 소장품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개관 2000년 11월  관람시간 10:00~18:00  휴관 매주 월요

일  관람료 성인 4,000원(단체 3,000원) 청소년 3,000원(단체 2,000원), 어린이 2,000원(단체 1,000

원)  주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8-1  전화 031-761-0137  홈페이지 www.youngeunmuseum.org  교

통편 대중교통: 2호선 강변역 13번 버스 이용 축협 하차. 1113-1번 버스 이용 역동사거리 하차. 2호선 

잠실역 32번 버스 이용 역동사거리 하차. 8호선 모란역 3-1번. 31-3번 버스 이용 축협 하차. 분당 300

번·17번 버스 이용 역동사거리 하차 승용차: 중부고속도로 이용 광주. 천진암 방향 경안I.C지나 광주. 

용인방면 좌회전해 송정교차로에서 광주방향 좌회전, 밀목사거리에서 이천 방향 좌회전, 역동사거리

에서 좌회전 경안1교 지나서 좌회전 후 500m  주변 명소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 앵자봉, 천진

암 성지, 침괘정, 태화산, 무명도공의 비, 곤지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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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국악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321-1번지  전화 031-558-4825

예당국악박물관은 경기도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

관이며, 대중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 선진국 나라일수록 그 국민들은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돌

아보게 된다. 예당국악박물관은 자신의 문화를 돌아보는 선진

국형 대한민국으로 앞서나가 국악기를 보전하고 보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예당국악박물관은 대중에게 열린공간, 편안한 휴식공간,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음악을 친숙하게 알리고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백 평 남짓하는 하나의 큰 공간으로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장 안에서 편

안히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와 탁자도 구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

기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귀여운 장신구와 국악의 연혁과 명인들 사진을 구비를 했

으며 전시장 야외는 휴식 공간으로서 음식 및 도시락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

니다.

YeDang Korea Traditional Music Museum

예당국악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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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해금 

가야금 오동나무의 공명반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개의 현을 매어 각 줄마다 기러기발 모양의 안족을 받쳐놓고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왼손으로 줄을 누르거나 농현을 하고 오른손으로 뜯거나 밀어서 소리를 낸다. 전통 가야금은 

12현 이지만 최근 들어 18, 25현의 등의 개량 가야금도 많이 쓰이고 있다. 거문고‘현금’이라고도 하며 오동나무와 밤

나무를 붙여서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6줄을 매고 술대로 쳐서 소리를 낸다. 아쟁 아쟁은 받침대를 

놓고 머리 부분을 비스듬하게 걸친 채로 바로 앉아 개나리 나무의 껍질을 벗겨 만든 활대에 송진을 묻혀 줄을 그어 연

주한다. 아쟁의 현은 원래 일곱 줄이었으나 요즈음은 음역을 늘이기 위해 아홉 줄을 사용하고 있으며 궁중음악과 정악

에 사용되는 정악아쟁과 산조나 민속음악에 쓰이는 산조아쟁이 있다.

NOTE

주요소장품 가야금, 거문고, 아쟁, 거문고, 해금, 장구  관람시간 10: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추석과 설날, 1월 1일  관람료 어린이, 청소년, 노인 - 1,000원, 어른 - 2,000원 홈페이지            http://

www.cafe.naver.com/ydkukak  교통편 대중교통 : (서울방면) 잠실역 9번출구 1000, 1100, 1670, 

1700번 버스 수석동정류장 하차 강변역 4번출구 112-3, 1660번 버스 수석동정류장 하차, 광나루역 3

번출구 112-3, 1660번 버스 수석동정류장 하차(남양주방면) 116-1번 버스 가운빗물펌프장 하차, 승용

차 - 토평IC 지나 미음나루 음식촌 첫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오른쪽 길로 들어오시면 강산교회 옆입니

다.  주변명소 미음나루 음식촌, 팔당댐, 구리시민한강공원

찾아가는 국악 박물관 남양주에 위치한 

유치원들을 방문하여 국악기를 보여주

며 연주를 합니다. 국악기 전공 선생님

들이 직접 전공악기에 대한 해박한 지

식을 토대로 그들이 직접 소리를 들려

줌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교

육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어려운 음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하므로 아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선생님들이 유

치원을 방문을 함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이동시에 불편한 것들과 위험성을 감소

할 수 있습니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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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272  전화 031-576-6051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은 한국적 커피이론의 

정립과 다양한 커피문화의 보급을 위해 지난 2006년 8월 개관

하였다. 살아있는 문화인 커피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

기 위해 전시뿐 아니라 커피 재배 온실, 관람객이 직접 커피를 

갈고 추출하여 시음하는 체험, 영상물 관람까지 알차게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관람객 모두에게 무료로 음성안내기를 제공하

고 있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제1관 서양 커피 역사와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2관 파종에서 재배

와 수확을 거쳐 수출입 및 로스팅, 그라인딩, 음용까지 커피 유통의 전 과정을 알 수 있

다. 제3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커피와 관련 유물 전시 및 커피와 예술, 그리고 고종황제의 

은수저 등 우리나라 커피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제4관 커피와 관련한 영상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서적과 커피잔 콜렉션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제5관 커피 나무 온실이 마련

되어 있다.

Waltz’ & Dr. Mahn Coffee Museum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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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그라인더, 커피 보관함,  커피 체리

핸드 드립 체험 관람객이 커피를 직접 

갈아서 핸드 드립 방식으로 추출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바리스타의 지도를 

받으면서 커피 본연의 맛과 추출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금요음악회 커피를 매개로 음악과 사람

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열리는 정통 클래식 

음악회 

SPECIAL PROGRAM

커피 나무 만나기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에서는 모든 전시관이 커피 마니아들에게는 흥미진진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나무 온실인 제5관을 놓치지 말자. 막 파종이 끝난 커피 묘목의 떡입

부터 빨갛게 익은 열매까지 커피 나무의 생장 전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

은 기회이다.

CURATOR’S CHOICE

주요소장품  다양한 커피, 커피 추출 관련 도구 등  개관 2006년 8월  관람시간 10:30~18:00  휴관 매

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5,000원, 소인 3,000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272  전화 031-

576-6051  홈페이지 www.wndcof.com  교통편 대중교통: 전철 중앙선 운길산역 하차 후 56번 버스 

이용 남양주종합촬영소 입구 하차, 승용차: 88고속도로 이용 팔당대교와 양수교를 지나 진중삼거리까

지 직진 후 도착  주변 명소 광릉, 국립수목원, 남양주종합촬영소, 비금계곡, 새터호반리조트, 수동국민

관광지, 수종사, 운길산, 축령산자연휴양림, 홍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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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헌 자연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87  전화 031-572-9222

자연보존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는 박물

관이다. 30여 년간 체계적으로 수집된 공룡, 광물, 암석 등 지

질 관련 자연사 표본을 통해 자연보호의 중요성,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연합 및 경력 인정 대상 기

관으로 순수 학술 증진을 도모하고 실제 광물, 암석, 화석을 채

집, 보전, 전시, 연구를 하고 있다. 전시에 있어서도 자유 이동식 전시대, 4면 관찰식 전시대 등 3세대 전시 

기법을 도입해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

부터 성인까지 관람객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역사관 선캄브리아기부터 인류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을 통해 생명의 기원을 탐구한다. 지구과학관 200여 종의 암석, 광물 등을 관찰하면서 지구

의 역사와 환경에 대해 알 수 있다. 공룡생태관 공룡 모형과 화석으로 공룡이 어떻게 진화

하고 멸종했는지 알아본다. 수장고 약 10만 점의 표본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외 

표본 수집에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Wooseokheon Natural History Museum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Gyeonggi Dongbu

경기동부-한글판.indd   50 2011-07-19   오후 3:28:00



51

INFORMATION

유타 랩터

익소사우루스알 화석

큐레이터와 장애물 넘기  관람객과 큐레이터의 만남을 통해 박물관의 벽을 허물고 열려 있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

예사가 전시물을 주제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해 교과 

과정 중심의 활동지를 배치해 보다 적극적인 관람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주 토·일요

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학 중에는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시 정각에 시작된

다.

NOTE

교과 관련 프로그램 ‘화석이 전하는 지구

역사 이야기’ ‘암석의 가족 광물’ ‘오늘은

퇴적암 내일은 변성암’ 등 교과서에 나오

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학 저변 확대 프로그램 ‘21세기는 제2의 

석기시대’ 등 관람객과 청소년을 위한 특

별한 과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나도 보석 전문가’ 

등 실질적인 주제 중심의 교육이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암석, 화석, 광물 등 2,700여 점  개관 2003년 12월  관람시간 10:00~20:00(4월~10월), 

10:00-19:00(11월~3월)  휴관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방학 기간중 무휴)  관람료 성인 4,500

원(단체 3,500원), 고등학생 이하 2,500원(단체 2,000원), 3인 가족 11,000원, 4인 가족 12,000원(부

모 동반 기준), 4세 이하·65세 이상 무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87  전화 031-572-

9222  홈페이지 www.geomuseum.org  교통편 대중교통: 청량리에서 707번·7번, 상봉터미널 7-8

번, 강변역 1번·1001번·80번, 의정부시 21번·33번 버스 이용 현창마을 하차 승용차: 올림픽도로 

이용 구리톨게이트 지나 일동방면 47번 국도 퇴계원을 지나 밤섬 유원지 맞은 편. 강변도로 이용 구리

사거리에서 직진 일동방면 47번 국도 진입 퇴계원 지나 밤섬유원지 맞은편  주변 명소 광주조선백자도

요지, 남한산성, 앵자봉, 천진암 성지, 침괘정, 태화산, 수락산, 불암산, 밤섬유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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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세계도자센터

주소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69-1  전화 031-645-0614

네 개의 대형 전시장과 도자 예술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이다. 2년에 한 번씩 경

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며, 평소에는 기획전, 초대전, 

대관전 등을 통해 세계도예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향력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미래 도예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작가 발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센

터 내에 도자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첨단 시설을 갖춘 도자

연구지원센터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또한 어린이 도자 체험장인 토야흙놀이공원, 전통장작가마, 다례시

험장 등의 부대시설을 통해 우리 생활과 친근한 흙과 도자기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온가족의 쉼터이

자 배움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기 도자의 새로운 발견 우리나라 도자 예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천, 광주, 여주를 비

롯한 경기도 지역의 도자 141점을 전시 중이다. 신소장품전 도자기 엑스포의 작품 소장 정책

을 보여주는 전시로 이번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수집된 120점의 작품 중 아시

아성을 테마로 한 작품을 선별 전시 중이다. 대한민국명장전 이천에서 활동하는 도예가 중 

우리나라 명장으로 지정된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다.

Icheon World Ceramic Center

이천세계
도자센터

이천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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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내부 루디 오티오의 <욕심쟁이들>

피에트 스톡만의 <벽면설치>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로비 중앙 부분의 가로 4미터, 세로 11미

터 벽면에 설치된 작품으로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워크숍에 참여했던 벨기에의 작가 피에

트 스톡만의 작품은 이천세계도자센터의 대표 소장품 중 하나다. 흰색 자기 위에 푸른색 슬

립을 바른 작은 조각들을 군집으로 설치한 작품은 사선으로 뻗어 내려오는 방향감과 아래부

터 올려다보는 상승감을 통해 극적 느낌을 자아내며,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가 드라마틱하다.

NOTE

주요 소장품 도자 작품 및 자료  개관 2002년 3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국경일

과 겹치는 경우는 익일), 신정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산 69-1  전화 031-645-0614  

홈페이지 www.wocef.com  교통편 대중교통: 2호선 강변역에서 버스 1113-1번 이용 광주조선관요박

물관 하차 이천터미널행 버스 이용 이천소방서에서 하차, 강남터미널(동서울터미널, 인천시외버스터미

널,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터미널행 버스 이용 이천소방서 하차 승용차: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이용,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이용, 수원, 용인 방면에서 42번 국도 이용 설봉공

원 도착  주변 명소 노성산, 부래미마을, 설봉산, 산수유마을, 이천관광농원, 이천도예마을, 이천온천지

구, 청암관광농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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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박물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엑스포길 93  전화 031-644-8741∼2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천시

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봉공원에 건립

된 문화 시설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이천과 관련한 다양한 전

시를 한눈에 볼 수있다. 이천의 역사, 문화, 민속과 내일의 이천

을 보여주는 홍보실, 고대에서 현대까지 농업의 역사와 발달 과

정뿐 아니라 다양한 농기구 등을 전시한 농업역사실, 개인 수장가들이 기증 기탁한 유물을 전시한 향토유

물실과 설봉산성 발굴 유물 등을 볼 수 있다.

기증유물실 전통 옥새 제작 기법을 전수받은 민홍규 선생의 기증 유물인 옥새를 비롯 옥새 

제작 과정과 다양한 실물을 전시한다. 향토유물실 국가 사적 제423호인 이천 설봉산성에서 

발굴 출토된 유물을 볼 수 있다.  농업역사실 이천 지역에서 수집한 전통 농기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한국 농업의 역사와 개요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이다.  기획전시실 다양한 전시를 

통해 문화 유산을 알리는 공간이다.

Icheon Municipal Museum

이천시립박물관

이천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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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역사실

입큰항아리

분청사기당초문호

옥새  조선시대에는 임금뿐 아니라 왕비나 왕세자도 나름의 옥새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옥

새를 만드는 전문가를 옥새장이라고 했는데, 옥새장은 조선시대에는 종2품의 고위직으로 임

금과 독대가 가능했으며 여러 종류의 옥새를 제작할 때면 임금이 옥새장을 직접 불러 상의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옥새장들은 ‘영새부’라는 7자씩 10줄 총 70자로 이루어진 노래를 통해 

구전으로만 제작 기법을 전수해왔다. 가사는 기록하지 않으며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천시립

박물관에 있는 옥새를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전각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역사와 시간이 담

긴 옥새를 통해 과거 장인들의 고고한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NOTE

주요 소장품 이천 지역 유물 및 고미술품 등  개관 2002년 5월  관람시간 09:00~ 18:00(3월~10월), 

09: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추석 당일, 공휴일 익일  관람료 성인 500원

(단체 400원), 중·고등학생 300원(단체 200원), 초등학생 200원(단체 100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엑

스포길 93  전화 031-644-8741~2  홈페이지 www.icheon.go.kr/newIcheon/org/museum  교통편 대

중교통: 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천행 버스, 동서울터미널에서 이천행 버스 이용 설봉공원 하차 승

용차: 수원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 덕평I.C에서 이천 시청 방향, 동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 이용 서이

천I.C에서 이천 시청 방향  주변 명소 설봉산, 산수유마을, 자채방아마을, 이천관광농원, 이천도예마을, 

이천온천지구, 청암관광농원 애련정, 삼형제바위 등

경기동부-한글판.indd   55 2011-07-19   오후 3:34:09



56

EXHIBITION HALL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엑스포길 48  전화 031-637-0033

한국화의 거장 월전 장우성(1912∼2005) 선생을 기리는 기념

관적성격의 미술관이다. 선생은 평생에 걸쳐 한국화의 새로운 

형식과 방향을 모색하며 우리 화단을 이끈 미술계의 거장이다. 

생전에 한국화단을 위해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뜻을 세우고

1989년 월전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대표작품과 평생 모은

국내외 고미술품 전부를 재단에 기증했는데, 이를 토대로 1991

년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에 사립 월전미술관이 건립되었다. 이

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이천시립월전미술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소장품 1,532점을 기증받아 지금의 모

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미술관에서는 월전선생의 작품과 소장품들 그외 선생의 생전의 작업실을 복원한

기념관 등을 볼 수 있다.

월전상설전시실 월전 선생의 인물, 산수풍경, 서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고미술전시실(월전 

콜렉션) 월전 선생이 생전에 수집하고 소장했던 작품들이 전시 중이다. 특히 퇴계, 율곡, 송

강, 단원, 겸재, 다산, 석봉 등 우리나라 명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고려청자, 분청사

기, 각종 문방구류도 전시 중이다.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겸재의 <월송정>

이천시립월전
미술관

이천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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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의 <추사선면>

겸재의 <월송정>

월전 장우성  선생은 동양 고유의 정신과 격조를 계승하여 현대적 조형 기법을 조화시킨 ‘신

문인화’의 회화 세계를 구축, 해방 이후 새로운 미술의 형성과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

다. 특히, 월전 선생은 시서화(詩書畵)를 온전히 갖추어 전통 문인화의 높고 깊은 세계를 내

적 외적으로 일치시킨 경지에 이른 현대 화단의 마지막 문인 화가로 평가받는다. 초대 서울

대학교 미대 교수와 홍대 미대 교수로 후진을 양성했으며 현재 한국동양화단을 이끄는 중진

작가의 대부분이 선생의 제자들이다.

NOTE

교양 강좌 시민들의 미술 문화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여 미술관이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월전 선생의 작품, 고미술 소장품 등  개관 2007년 6월  관람시간 10:00~18:00  휴관 매

주 월요일, 신정, 명절  관람료 성인 2,000원(20인 이상 단체 1,4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600원), 

어린이 600원(단체 400원), 이천시민 50% 할인, 6세 미만·65세 이상 무료  주소 경기도 이천시 엑스

포길 48  전화 031-637-0033  홈페이지 www.iwoljeon.org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고속버스터미널(동

서울터미널,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행 버스 이용 승

용차: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이용, 수원·용인 방면에서 42번 국도 이용, 성남.광주 방면에서 3번 국

도 이용  주변 명소 도드람산, 도예공방 들꽃마을, 부래미마을, 설봉산, 산수유마을, 자채방아마을, 이

천관광농원, 이천도예마을, 이천온천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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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역사관

주소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65  전화 031-768-0064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에 개관한 

세계 최초의 성노예 주제 인권 박물관이다. 잊혀져 가는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

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일반 시민과 뜻있는 일본인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되었

으며 전시관은 증언의 장과, 체험의 장, 기록의 장, 고발의 장, 추모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역사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후원 사업은 물론, 자료실에 축적된 문서와 사진 등을 토대로 출판도 하고 있다. 문

제의식을 담은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곳이다.

증언의 장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전시 공개한다. 상영관을 함

께 갖추고 있으며 최초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체험의 장 위안소의 

실물을 복원해놓았으며, 위안소에서 사용하던 각종 물품을 전시한다. 이미 작고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품도 전시한다. 기록의 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 사진, 영상 자료를 전시 

중이다. 일제의 만행,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활동 사항을 볼 수 있다. 고발의 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발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옥외전시장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광장과 조형물, 추모비가 조성되어 있다.

The Historical Museum of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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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장 고발의 장

나눔의 집  2007년 현재 나눔의 집에는 10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

다. 처음에는 불교계와 사회 각계에서 모금 운동을 벌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개관을 했

다가 명륜동, 혜화동을 거쳐 지금은 기증자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여 역사관까지 갖추게 되었

다. 때문에 이곳에는 관람객과 일반 자원봉사자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된다. 잘못된 역사로 인

해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영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모두의 정성이 필요한 곳이기

도 하다.

NOTE

주요 소장품 일본군 위안소 관련 물품, 미술 작품, 영상 자료 등  개관 1998년 8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5,000원, 초·중·고·대학생 3,000원, 장애인·65세 

이상 무료  주소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65  전화 031-768-0064  홈페이지 www.nanum.org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강변역 1번 출구에서 1113번·113-1번 좌석버스, 13-2번 일반버스 이용 광

주시청 하차 후 택시 이용 승용차: 경안I.C에서 좌회전(U턴) 무갑리 방면 8km  주변 명소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남한산성, 앵자봉, 천진암 성지, 침괘정, 태화산, 팔당호, 무갑산, 곤지암, 광주분원 백자가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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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아문학박물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860-2  전화 031-771-8577

잔아문학박물관은 일반인들에게 문학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문학정서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학 전문 박

물관입니다. 제1전시실은 <한국문학관>으로 한국 근·현대문

학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육필원고, 작고문인 흉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제2전시실은 <세계문학관>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진 대문호들에 대한 소개와 작가 흉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학관 우리나라 문학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대표적인 근·현

대 문인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1920년대 작품부터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 많은 문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문학관 잔아문학박물관의 

관장님이시자 소설가이신 김용만 선생님께서 약 90여국을 다니시며 수집하신 

자료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JANA LITERATURE MUSEUM

잔아문학
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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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송 1929년 11월 19일 조선시단사에서 간행되었다. B5판, 174면. 권두에 김기곤이 쓴 서문과 함

께 작자 자신의 머리말과 권두언이 붙어 있다.《태양계, 지구》《소우주, 대우주》《불의 우주》등 

129수의 시를 1부로 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체류 시절의 작품과 일문으로 쓴 작품을 묶은 2부로 

구성되어 총 15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시집은 10여 년 

간의 시편 가운데서 자연시만을 골라 수록한 것이다. 

NOTE

주요소장품 한국근현대문학작품, 문인육필원고, 문인사진, 작고문인흉상  관람시간 10:00∼18:00(동

절기 17:00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  관람료 성인 2,000원, 학생 1,500원, 단체 

20인 이상 1,600원  홈페이지 cafe.daum.net/janamuseum  교통편 대중교통: 전철 중앙선 양수역 하

차 → 문호리행 버스 타고 가루개 정류장 하차, 승용차 : 양평 양수리 버스종점에서 북한강 끼고 문호리 

방면으로 7km지점  주변명소  세미원, 두물머리, 소나기 마을

문인육필원고

테라코타 작고문인 형상

세계고전문학 다시 읽기 인근지역의 고

등학생·대학생·일반 성인 10명 이상, 

2011년 3월~12월까지, 매달 마지막 토

요일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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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거미박물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64-47  전화 031-576-7908∼9

거미에 관한 모든 것이 소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

립 박물관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석

좌 교수로 재직 중인 김주필 박사가 2004년 5월 1일에 설립했

다. 박물관 전시관은 10개 전시관으로 제1관 광물실, 제2관 종

유석실 제3관 인류문화관실 제4관 수석실, 제5관 거미사육실,

화석실, 제6관 곤충실,어패류실, 제7관 현미경 관찰실, 제8관 

미술전시실, 제9관 동물표본실, 비취규화목실, 제10관 동물사육실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는 접하기 힘

든 세계 각 지역의 거미와  문헌표본소품을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인근 생태 수목원과 함께 체험 학습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별관 1층 광물실, 종유석실  별관 2층 인류문화관실  본관 1층 거미사육실, 화석실  

본관 2층 곤충 표본실, 어패류전시실, 교육장  신관 1 미술전시실  신관 2 동물표본

실, 비취 규화목실  그 외 수석실, 현미경실, 동물 사육장

JooPil Spider Museum 

주필거미박물관

남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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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크노피아 생태 수목원  주필거미박물관이 자리한 아라크노피아 생태 수목원은 기초 과학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주필 선생이 설립한 생태 수목원이다. 도심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생물을 체험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세계 및 한국의 거미 표본은 물론이고, 한

국의 야생화, 원예 식물, 수목, 타란튤라, 뱀 등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NOTE

전시실 내부

주요 소장품 거미표본, 화석, 비취규화목, 동물표본  개관 2004년 5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무휴  관람료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초등·유아 4,000원, 단체 1,000원 할인(30인 이상)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64-47  전화 031-576-7908~9  홈페이지 www.arachnopia.com  

교통편 대중교통: 대중 교통은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함(용산역에서 용문역까지 왕복) 운길산

역에서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사전 예약)  주변 명소 광릉, 국립수목원, 남양주종합촬영소, 비금계곡, 

새터호반리조트, 수동국민관광지, 수종사, 운길산, 축령산자연휴양림, 세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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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포미술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267  전화 031-881-5905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 미술은 오늘날에도 그 역

량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죽포 조윤석 선생이 설립한 죽포미

술관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술 문화 교류와 현대 미술의 변화

된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도자기 200여 점과 

중국 수묵 채색화 100여 점, 유화 50여 점을 상설전시 중이다. 

그리고 해마다 2회 이상 한중 문화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북경, 천진, 남경, 강소성, 산동성, 

안휘성, 하북성, 관동성 등의 유명 화가를 초청하고 특별 전시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관은 장

기적으로 중국 작가들과의 만남과 작품 소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미술전시실 한국, 중국 회화 학술 교류 및 초대전이 열린다. 야외조

각공원 자연과 어우러진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Jookpo Museum of Art

죽포미술관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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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극의 <공자행교도>

유종한의 <무제>

조건성의 <청천유운>

인도 토우  죽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도 토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으

로 그 독특한 형상이 눈여겨볼 만하다. 토우란 흙으로 만든 인물상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

서는 동물이나 생활용구·집 등을 본떠 만든 것을 총괄해서 일컫는다. 고대에 토우가 만들어

졌던 것은 주로 주술적인 이유였다. 이집트·메소포타미아·에게해 등에서는 이미 신석기시

대부터 토우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신라의 토우가 대표적이며, 고려시대에는 그 예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오면 백자로 인물·동물·생활용기 등을 만들어 무덤에 함께 

묻기도 했다.

NOTE

주요 소장품 유화 50여 점, 수묵채색화 100여 점, 도자기 200여 점, 인도 미술품 20여 점 개관 2002

년 9월  관람시간 10:00~17:00(3월~12월)  휴관 동절기(1~2월)  관람료 10,000원  주소 경기도 여주

군 산북면 하품리 267  전화 031-881-5905  홈페이지 www.jpmuseum.co.kr  교통편 대중교통: 동서

울터미널 곤지암 경유 양평행 버스 승차 후 상품사거리 하차 승용차: 중부고속도로 이용 곤지암I.C에서 

98번 국도 이용 양평 방향 14km 상품사거리 도착  주변 명소 고달사지, 사슴마을, 세종천문대, 신륵

사, 여주관광농원, 여주도예단지, 영월루, 황포돛배, 효종대왕릉, 문바위 계곡, 장흥유원지, 전북리계곡 

등

경기동부-한글판.indd   65 2011-07-19   오후 3:28:26



66

EXHIBITION HALL

친환경농업박물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10번지  전화 031-770-2492

양평의 역사와 농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친환경농

업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제1실, 제2실, 기획전시실, 갤러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실은 양평의 탄생, 양평의 

민속, 향기와 얼 등 테마를 가진 주제로 전시하였으며, 제2전시

실은 양평군이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농업의 물질적

이고 양적인 팽창 속에서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

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전시로 꾸며져 있다.

기획전시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 전시하는 공간으로 박물관자체 기획전은 

물론 외부의 수준 높은 전시를 유치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공간 세미나실 

각종세미나, 가족영화상영, 소규모 공연, 강연, 체험마당, 양평군 문화유적 홍보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교육장소로 방송, 영상 및 음향장비가 설비되어 있

음. 갤러리 ‘미지’ 관내 예술인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 전시 공

간으로 박물관 내부 기획전시 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규모 전시를 유치하는 공간

Sustainable Agricultural Museum of 
Yangpyeong

利
イチョンシ

川市

친환경농업
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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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사은행나무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된 용문사 은행나무는 수령이 1,100년 정도 되며 밑

둥 둘레가 14m, 높이가 62m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

NOTE

주요소장품  농사직설, 화서아언 등 2,100여점  개관 2007년 10월  관람시간 09:00∼18:00(3월∼10

월) 09:30∼18:00(11월∼2월)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1일, 설

날, 추석(당일)  관람료 : 무료  주차료 경차 1,000원, 소형차 3,000원, 대형차 5,000원(당일 1일 기준)             

홈페이지 www.sam.go.kr  교통편 대중교통 : 버스편 상봉터미널, 동서울터미널(용문행) 열차편 청량

리역-용문역(매시간 한대씩 운행) 전철편 중앙선 용문역 하차 (수시운행) 현지교통 용문역→ 용문사행 

시내버스(수시운행) 승용차 : 1. 88도로 또는 강변북로 → 팔당댐 → 6번국도 → 양수리 → 국수리 → 

양평읍내 앞에서 홍천행 고속국도 → 용문터널 → 용문휴게소 → 용문사나들목이용 → 바로 만나는 도

로에서 좌회전해 지하도 통과 → 331지방도 → 덕촌 → 신점 → 용문사주차장, 2. 중부고속도로 → 하

남나들목 → 왼쪽도로로 들어서서 하남시내 우회도로 → 애니메이션 학교 → 지하차도 통과 → 팔당대

교 → 양평방향으로 우회전 → 6번국도 → 양평 → 용문 → 용문사나들목 → 좌회전 → 용문사 3. 광주/

경안나들목 IC → 바로 만나는 도로에서 우회전 → 다시 만나는 사거리 앞에서 팔당댐쪽으로 우회전 도

로 이용 → 308번 지방도로 → 광동교 → 퇴촌 → 양평 바탕골 예술관앞 → 남한강변도로 → 신양평대

교 → 직진→ 홍천방향 고속국도 → 용문터널 → 용문 → 용문사 나들목 → 용문사  주변명소 용문사, 

정지국사부도비 등

농사직설

화서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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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박물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7-1번지  전화 010-3555-1572

폰 박물관은 세계에 하나뿐인 휴대전화 박물관이

자 우리나라에 유일한 통신·전화기 박물관이다. 오늘날 인류

의 생활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그 

두 가지를 합쳐 스마트폰 세상이 된 지금, 폰 박물관은 인류 공

통의 문화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산업 기

술 역량을 웅변하는 박물관이다. 5천여 소장품에는 30여 년간 

한국이 만든 카폰과 휴대전화는 물론 1950년대의 0세대에서부

터 현재에 이르는 세계의 중요한 이동통신 유물이 전시되어 있

다. 고종황제 때 한국에 처음 들어온 전화기와 세계 최초 전화

기 등 1876년 이래의 유선전화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통신 수단인 모스와 전

화교환기, 무전기, 공중전화, 무선호출기, 시티폰 등 통신 분야의 모든 유물이 연대순과 테마 별로 전시되

어 있다. 내방객은 개방형 전시실에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곁들인 관장의 해설을 들으며, 일부 유물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세계 최초 유선 전화, 세계 최초 휴대전화, 한국 최초 휴대전화 같은 진귀한 

전화기들과 19세기에 제작된 각종 전화기·교환기, 1984년부터 보급된 차량전

화 등 통신 문화 전반을 망라한 유물 5천여 점을 갖추었다. 유선 전화 및 공중

전화 200여 종, 교환기 20종, 휴대전화 3천여 종, 공중전화 카드 400여 종, 공

중전화 부스 및 기타 통신기기 80여 점이 있다. 

Phone Museum

利
イチョンシ

川市

폰박물관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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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박물관 역사관에는 최초 통신기기인 모스(Morse), 세계 최초 유선전화, 초기 차량전화, 세계 최초 휴대전화, 한국 

최초 휴대전화 등 19세기 이래 사용되어 온 갖가지 통신기기와 유선전화에서부터 최신 휴대전화까지 연대순으로 전시

되어 있다. 폰 박물관 테마관에는 무선호출기(삐삐), 시티폰, 스마트폰, 뮤직폰, TV폰, 카메라폰, 게임폰, 위성폰, 희귀

폰, 팻네임폰, 수출폰, 시계폰, 기네스북 등재 폰, 캐릭터폰, 텐밀리언셀러폰 등이 있고, 공중전화와 군용전화, 공중전

화 카드도 있다.

NOTE

주요소장품 정보통신관련유물 5,000여 점  관람시간 10:30~17:00  휴관일 월·화요일, 유물 교

체시 관람료 개인 : 어린이(6세 이하) 5,000원, 청소년(7∼18세)·군인 6,000원, 성인(19∼64세) 

7,000원, 노인(65세 이상) 5,000원, 단체 : (20인 이상) 1인당 1,000원 할인  홈페이지 http://www.

phonemuseum.co.kr  주소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7-1번지  전화 010-3555-1572  관람소요

시간 약 1시간  교통편 승용차 : 여주톨게이트(장호원 방향)→점동면(6km)→당진2리(4km)→폰 박물관

(2km)  주차안내 무료 50대 가능

주요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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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짚공예박물관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31-5번지  전화 031-717-4538

풀짚공예박물관은 2008년 경기도 광주시에 개관하였

다. 풀짚공예의 특성상 구전 외에 특별한 전달방식이 없음에 안타

까움을 느낀 설립자 전성임 관장님은 풀짚공예의 필요한 자료 수집

과 교육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

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습득한 공예기법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

고 그것을 시작으로 학술적인 자료와 유물 수집, 공예기법의 발달

배경, 재료의 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에 이르기까지 연구한 결과 그 

가치가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을 결심하였다. 서

구화와 문명의 발달로 급속히 사라져가는 문화 유산의 전승과 새로운 활용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

들에게 풀짚문화가 더 이상 특정부류의 전유물 내지는 잊혀진 우리의 옛것이 아니고 교육적 예술적 가치가 있음

을 알라고자 단순한 전시 뿐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관 전통기법을 현대 실생활에 이용 가능하게 가공한 창작품 

전시 민속관 전통 유물 전시 국제관 우리의 공예기법과 비슷한 기

법으로 만들어진 공예품 전시

Museum of Pulzip Art

利
イチョンシ

川市

풀짚공예박물관

광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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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박물관  공예박물관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초고공예연구회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전통공예기법에 대한 연구와 보존 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체험

을 해 볼 수 있다. 

NOTE

주요소장품 풀짚공예작품 150여 점  관람시간 9:30∼18:00(하절기), 9:30∼17:00(동절기)  휴관일 매

주 일요일  관람료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장애인 무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31-5번지  전화  031-717-4538, 070-7572-4538  교통편 대중교통 : 분당선 이용하여 모란 → 야탑

역 하차 119번. 17번 버스 이용 광명초등학교 앞에서 약 700m. 분당선 서현역 521번 박물관 앞 하차, 

17번 광명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후 약 700m 도보, 승용차 : 판교 IC에서 광주 쪽으로 계속 직진하면 시

범단지 지나 요한 성당 지나 열병합 발전소에서 양 갈래 길 나오면 좌측으로 들어서서  바로 좌회전 후 

큰 도로가 나오기 전 신호까지 계속 직진하여(약 3분) 좌측에 광명초등학교를 끼고 좌회전해서 700m 

정도 직진.  주변명소 율동공원, 김자수선생묘, 김균선생묘, 백마산 등

주요 전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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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역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426-10  전화 031-790-6876

하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박물관이다. 

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

남지역의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전시, 소개하는 상설전을 개최

하고 있다. 더불어 기증전, 기획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밖에도 하남지역의 문화유산 이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박물관 대학, 특

별 강좌, 여름방학 체험 교실, 탁본 체험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제1전시실 하남 지역의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볼 수 있다. 주로 미사리 유적과 이성산성 

유적 출토 유물이 있다. 제2전시실 고려시대부터 조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하남지역을 

볼 수 있다. 천왕사지, 교산동 건물지, 동사지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광주향교, 사충서원, 구

산성지 관련 유물도 볼 수 있다.

Hanam Museum of History

하남역사박물관

하남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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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백자진사채호

청동7층소탑 청자앵무문대접

동제금강저 ‘저’라는 것은 본래 인도에 있는 무기의 한 종류인데, 금강저는 밀교에서 인간

의 번뇌를 부숴버리는 보리심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지니지 않으면 불도 수행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양끝의 뻗은 가지 숫자로 독고, 삼고, 오고저 등으로 구분하며 이 유물

은 구고저다. 전래되는 수량이 적어 매우 귀한 유물이다.

NOTE

박물관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남 역

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특별 강좌 매년 하반기에 박물관 관련 

특강을 운영한다.

체험 교실 여름방학 기간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한

다.

참여 프로그램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한

가족과 함께하는 박물관 나들이 등 온

가족이 청동7층소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토기, 유물, 문헌 등 약 1,000여 점  개관 2004년 6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

주 일요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426-10  전화 031-790-6876  홈페이지 www.

hanammuseum.com  교통편 대중교통: 5호선 강동역 하남 방면 버스 이용 동부초등학교 앞 하차 

15m 직진 승용차: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 강일 I.C에서 10분 정도 직진, 중부고속도로 이용 동서울요

금소에서 15분  주변 명소 이성산성, 미사리 선사유적지, 하남수목원, 검단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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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1리 474-2  전화 031-632-1391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1955년 한국 기독교 문

화 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문사에 뿌리를 두고 있

다. 기독교 문사는 출판 역사 40년, 그 중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대백과사전(전16권)>을 출간했고 

이 외에도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 역사와 문화를 담은 책들

을 출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0만 여점에 달하는 한국 교

회사와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한영제 관장은 이들 귀중 자료를 학계와 교계에 공개하기 

위하여 1997년 향산기독교문화원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 11월 이천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설립한 

후 매년 한두 차례 기획,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층 전시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장이다. 2층 세미나실 

세미나실 각종 프로그램과 강의를 여는 공간이다. 지하 1층 수장고 각종 자료와 귀

중한 문헌이 보관되어 있다. 옥상 특별전시실 기획전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The Korean Church History Museum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이천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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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부인의 <상투잡이와 함께한 한국생활 15년>

ㄱ자형 교회 모형

박물관의 희귀한 자료들  소장 자료 중 1884년 일본에서 개신교 신자가 된 이수정이 한문 성경에 이

두로토를 달아 펴낸 <신약성서 마태전>, 1887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공동으로 번역하여 간행한  

<마가의젼한복음셔 언해> 등은 희귀본으로 손꼽힌다. 또 프랑스의 꼬스뜨 신부가 저술한 <한국어

문법>(1881년), 언더우드와 게일 등이 공동 편찬한 <한영사전>(1894년)과 <한영문법>(1915년), 최초의 

여성 전문 잡지 <가뎡잡지> 현존하는 최고의 서양식 달력(1910년), 주시경의 <월남망국사>(1908년),    

<말의 소리>(1914년) 등 한글 학자들이 쓴 책이 있다.

NOTE

주요 소장품 기리시단성화, 묵시도, 말세도, 영계 길선주 병풍 등  개관 2001년 11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일요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 1리 474-2  전화 031-

632-1391  홈페이지 www.kchmuseum.org  교통편 대중교통: 동서울터미널에서 아미리행 버스 이용 

하이닉스반도체 하차 초지리행 버스 이용 초지리 대월농협 하차 도보 5분 승용차: 중부고속도로나 영

동고속도로 이용 이천 톨게이트에서 장호원 방향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대월삼 거리 도착 후 대월 방면

으로 우회전 큰길 따라 직진 3km  주변 명소 100주년 순교자기념관, 설봉공원, 이천시립박물관, 건국

대학교스포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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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얼테마박물관

주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830-1  전화 031-881-6319

한얼전통문화보존협회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의 

한 폐교에 개관한 박물관이다. 폐교 교사와 전동차·기차 14량

을 이용해 각종 유물을 고문서, 과학, 산업 디자인, 전적, 카메

라, 과학, 의학 등의 테마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테마별로 한

얼고문서유물관, 한얼과학문화관, 한얼산업디자인유물관, 한얼

전적유물관, 한얼카메라유물관, 한얼테마과학관, 한얼의학유물

관 등의 전시실을 이루고 있다.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전동차는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60량중 12량이다.

한얼고문서유물관 각종 고문서와 관련된 문헌,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한얼과학문화관 독

일제 현미경을 비롯해 방송기자재와 컴퓨터, 의료기기 등 과거에 쓰였던 각종 기기를 만날 

수 있다. 한얼산업디자인유물관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며 관련 물품도 준비되어 있다. 한얼전적유물관 <심청전> 활자본과 <춘향전> 등국보급사

료를모아놓았다. 한얼카메라유물관 각종 카메라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한얼테마과학관 측

량기, 재봉틀, 축음기, 전화기, 타자기 등 테마별로 과거의 물품을 전시한다. 한얼의학유물관 

의학에관한 물품과 문헌을 전시하고 있다.

Hanul Theme Museum

한얼테마박물관
양평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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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얼테마박물관의 또다른 즐거움  내부에는 현미경과 카메라·망원경·축음기·라디오·텔레비전 등 과학 기구와 근대 

동서양의 의료기기, 각종 옛 공문서, 호적단자, 교지, 분재기 등의 전적과 고문서가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에서는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청각을 이용한 영상 교육과 현미경 관찰 프로그램, 방송 장비 작동 실습, 야외 

영화 관람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야외 영화는 각 열차 내에서 관람하며, 열차 내 응접실에서는 간단한 차와 

음료를 즐길 수도 있다. 한얼전통문화보존협회는 향후 20여 개의 소규모 박물관을 계속 건립할 계획이다.

NOTE

한얼고문서유물관 소장품 한얼테마과학관 소장품

한얼전적유물관 내부한얼카메라유물관 소장품

주요 소장품 카메라, 고문서, 의학용품, 각종 과학기기 등 약 50만 여 점  개관 2000년 10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무휴  관람료 성인 2,500원, 어린이 2,000원(사전 예약제)  주소 경기도 여주군 대

신면 옥촌리 830-1  전화 031-881-6319  교통편 대중교통: 동서울터미널에서 여주행 버스 이용 대신

면에서 시내버스 운행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이용 여주 톨게이트에서 여주대교 직진(37번 국도) 대신

면을 거쳐 곡수 도착  주변 명소 고달사지, 사슴마을, 세종천문대, 신륵사, 여주관광농원, 여주도예단

지, 영월루, 황포돛배,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파사성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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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도자미술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30-1  전화 031-634-2266

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자기질을 전문적으로 연구

하고 있다. 전시품은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해강(海剛) 

유근형(1894∼1993) 선생 부자가 수집한 선조들의 도자유물들

이다.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기

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정

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소장 유물과 해강 작품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미술관은 도자문화실과 해강기념실, 유물전시실 등 3개의 전시실과 기념품 판매숍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야외 공간에서도 전시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도자문화실 도자의 분류에서부터 한국 도요지 분포도, 도자기의 종류와 제작과정, 문양 장

식기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유물전시실 청자·분청사기·백자·흑유자기·도편(陶片) 등 

1,4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발달사와 제작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해강기념실 독특한 상감기법과 아름다운 문양, 은은한 광택, 신비

로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의 맥을 잇는 해강 선생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Haegang Ceramics Museum

해강도자미술관

이천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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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 묘지석 및 합

백자철화 용무늬 항아리백자청화 묘지석 및 합

해강청자  고려시대 이후 500년간 단절되었던 청자기법은 고 해강 유근형 선생의 집념과 실

험 정신을 통해 20세기에 들어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 해강선생은 청자의 이해와 정보가 

거의 없던 시절 갖은 고생과 계속된 실험을 통해 옛 청자를 복원했으며 말년에는 학처럼 자

유로운 작품 세계를 추구했다. 이를 이어받은 2대 해강 유광열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재

해석하는 시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NOTE

도예교실 도예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

으며, 미술관의 각종 도서와 자료도 열

람할 수 있다. 도자기를 다 빚게 되면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주는데 그 기분이 

색다르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유물 등  개관 1990년 5월  관람시간 09:30~17:30  휴관 매주 월

요일, 신정, 설날, 추석  관람료 성인 2,000원(단체 1,500원) 중고생·군경 1,000원(단체 800원), 초등

학생·유치원생 500원(단체 400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30-1  전화 031-634-2266  

홈페이지 www.haegang.org  교통편 대중교통: 동서울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천행 버스 

이용 이천종합버스터미널과 신둔면 수광리 사이 버스 운행 승용차: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톨게이트에

서 3번 국도 이천 방향 10km. 영동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에서 3번 국도 이천 서울 방향 10km  주변 

명소 도드람산, 도예공방 들꽃마을, 부래미마을, 설봉산, 산수유마을, 자채방아마을, 이천관광농원, 이

천도예마을, 이천온천지구, 청암관광농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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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여림식물원

주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산 30-1  전화 031-882-1700

아동 서적 전문 출판사인 예림당에서 설립한 식

물원이다. 해여림이란 ‘온종일 해가 머무르는 여주의 아름다운 

숲’이라는 뜻이다. 초화류와 약용·원예·습지 식물 등을 포함

한 2,700여 종의 초본 식물, 희귀종과 보호수 및 열대 식물을 

포함한 1,300여 종의 목본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내부는 ‘꿈의 

동산’과 ‘희망의 동산’, ‘미래의 동산’, ‘행복의 동산’, ‘보람의 동

산’ 등 다섯가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식물원에서는 계

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선보이고 있는데, 봄에는 산수유 축제와 야생화 축제, 여름에는 연꽃 축제와 무궁화 

축제, 장미 축제를 연다. 또한 가을에는 국화 축제와 단풍 축제를 열고, 겨울에는 눈꽃 축제가 열린다.

꿈의 동산 지혜연·사랑연·천연지 등 3개의 연못, 꿈의 뜨락과 꿈의 정원, 해림정원과 여

림정원, 대공연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희망의 동산 측백나무로 조성한 미로 숲과 무궁화 

250여 종이 심어져 있는 나라꽃정원, 달빛정원과 별빛정원, 식당과 놀이터 등이 있다. 미래

의 동산 노을정원과 예술정원, 비밀의 화원과 바람의 언덕 등 예술적인 감각이 가미된 공간

이다.  행복의 동산 1,000여 종의 약용 식물이 심어져 있는 동의보감 정원과 지압길, 작약원

과 모란원, 사색의 정원이 있다. 보람의 동산 장미원과 습지원, 자연 생태원과 아이리스원, 전

망대와 소공연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Haeyeorim Botanical Gardens

해여림식물원

여주군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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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국

산딸나무

섬초롱

산림욕의 효과  숲 속에 들어가면 나는 향긋한 냄새는 테르펜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여기에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톤치드는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단어로, 숲 속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

질을 통틀어 의미한다. 피톤치드는 향긋한 향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사람이 마시거나 쐬면 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피로나 감기를 치료하고,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며,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심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 작용도 한다고 하니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NOTE

주요 소장품 초본류 2,700여 종, 목본류 1,300여 종  개관 2005년 5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정보 확인  관람료 성인 2,000원(단체 1,500원), 중고생·군경 1,000원(단체 800원), 초등학생·유치

원생 500원(단체 400원)  주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산 30-1  전화 031-882-1700  홈페이지 

www.haeyeorim.co.kr  교통편 대중교통: 강변역 1113-1번, 잠실역 500-1번, 양재역 500-2번 버스 곤

지암 시외터미널 하차, 양평 방면 버스 이용 상품리 하차 승용차: 제1중부고속도로에서 곤지암I.C 이용 

곤지암 사거리에서 98번 도로 양평 방향 산북면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용박물관 앞 삼거리에서 다시 우

회전  주변 명소 고달사지, 세종천문대, 신륵사, 여주관광농원, 여주도예단지, 영월루, 황포돛배, 효종

대왕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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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생조형박물관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45-1  전화 031-772-7978

환경재생조형박물관은 선조들이 쓰던 옛날 물건

을 보존·관리하고, 폐자재와 재활용품을 이용한 환경 조형 작

품을 전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옛것과 낡은 것에 상상력을 불

어넣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예술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캐릭터 전시장‘리틀광개토와 12지곤’애니메이션의 각종 캐릭터 모형 및 파

생 문화상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옛날 물건 전시장 선조들이 쓰던 각종 생활용

품과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있다. 야외 전시장 재생조형작품 170여 종이 전시

되어있다.

Environmental Greening Formative art Museum

환경재생조형박물관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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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명 : 생각의 차이    (우) 작품명 : 이브의 샘

   작품명 : 기마 군단

작품명 : 유랑극단

인간동력 Fun 에너지 자전거 체험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여 전

구가 반짝이고 선풍기가 돌아간다. 분수처럼 물이 치솟아 공을 높이 올려보

낸다.

NOTE

주요소장품 옛날 물건(생활용품, 농기구 외 다수), 재생 조형물 117종 외  관람시간 9:30∼17:30  휴관

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A코스 9,000원, B코스 12,000원(각 체험활동비 포함 요금임)  홈페이지 www.

waterang.com  교통편 대중교통 : 전철 양평역 하차 - 택시 기본요금, 도보 25분, 승용차 : 양평읍에서 

양근대교 건너 좌회전후 500m 직진후 좌측편 양평읍에서 양평대교 건너 우회전후 150m 직진후 우측

편  주변명소 용문산 관광단지,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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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아트뮤지엄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40-1  전화 031-775-6945

C아트뮤지엄은 2005년도에 조각가 정관모 교수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도시와 지방 간 미술 문화 수준 격차

를 해소하고 현대 미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 한국 미술

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소장품 전시, 

보전으로 문화 유산을 조성하려는 정신과 목적을 가진 사립

미술관이다. C아트뮤지엄의 C는 ‘Contemporary(이 시대에)’, 

‘Creativity(창조적이고)’, ‘Christianity(기독교적인 정신으로)’, ‘Chung(정관모가 설립)’의 뜻을 담고 있다. 미

술 감상, 휴식, 자연 학습, 실내외 교육, 사유 및 기도, 삼림보행 운동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기념관 정관모 교수의 조각 작품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 

김정숙의 <토템>을 비롯한 400여 점의 조각과 60여 점의 회화를 전시 중이다. 십자가의 숲 

숲 광장에서 정관모 교수의 기독교적인 조형 작품이 전시 중이다. 야외조각가든 동물 조각, 

시가 있는 동산, 구상 조각, 추상 조각, 옹기 문화 가든 등 다양한 조각을 만날 수 있는 정원

이다.

C Art Museum

C아트뮤지엄

여주군

원주시

Gyeonggi D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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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조각가든

정관모의 <Jesus Christ>  작품전체 높이22.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예수의 얼굴조각상이다. 

작품배경에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후광이 있고, 동서남북 세상 끝을 상징한 사극과 천사

들의 사다리가 표현되어 있다. 작품을 받치고 있는 좌대는 카타콤을 상징하며, 안으로 들어가

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

NOTE

주요 소장품 조각, 회화 등  개관 2005년 1월  관람시간 09:00~18:00(5월~10월), 10:00~17:00(11월

~4월)  휴관 무휴  관람료 성인 7,000원(단체 6,000원), 어린이 5,000원(단체 4,000원)  주소 경기도 양

평군 양동면 단석리 40-1  전화 031-775-6945  홈페이지 www.cam1.co.kr  교통편 대중교통: 청량리

역에서 양동(원주)행 기차 이용 양동역 하차 택시로 10분 자가용: 영동고속도로 이용 여주 출구로 나와 

여주대교 지나 사거리에서 양동으로 우회전해 직진 후 북내, 양동 이정표에서 좌회전 후 직진해 주암사

거리에서 양동 방면으로 우회전 후 5km 직진. 미술관과 어린왕자펜션 이정표에서 우회전 후 800m  주

변 명소 두물머리, 벽계구곡, 산음자연휴양림, 상현마을, 석산계곡, 양평들꽃수목원, 산수유마을, 양평

국제천문대, 용문사, 중미산자연휴양림 및 천문대, 중원폭포, 함왕봉및성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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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은은한 종소리와 같다 하여 수

종사라 불린다. 유학자 서거정이 ‘동방 사찰 중 최고 전망’

이라고 칭했을 만큼 절 아래 펼쳐진 양수리가 아름답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주필거미박물관(p. 62)·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p. 50)

TEL. 031-576-8411

운길산 수종사

양평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은 강변 드라이브 길이 유명하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들머리 삼아 드라이브

를 시작한다. 강변 카페촌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본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바탕골미술관 (p. 24)

TEL. 031-770-3106  tour.yp21.net

두물머리

3만 평 규모의 야외 세트장, 촬영 스튜디오 6동 등 아시

아 최대 규모의 영화 촬영소.‘공동경비구역 JSA’ ‘취화선’ 

등을 비롯해, 최근에 지은 영화 ‘황진이’ 세트장이 눈길을 

끈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모란미술관(p. 20), 왈츠

와 닥터만 커피박물관(p. 48)

TEL. 031-579-0605  studio.kofic.or.kr

남양주 종합촬영소

용문사 마당바위 코스와 상원사를 거쳐 장군봉에 이르는 

코스가 주요 등산로이다. 용문산 일대는 관광지로 지정돼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제격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바탕골미술관(p. 24)

TEL. 031-773-0088

용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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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에 있는 산성. 현재 동·서·

남·북문인 4개의 문과 5개의 옹성, 수어장대 등이 남아 

있다. 산성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만해기념관 (p. 18)

TEL. 031-743-6610  namhansansung.or.kr

남한산성

남한강변에 위치한 사찰. 고려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

상이 생애를 마친 곳이기도 하다. 석종, 석등, 탑 등 국보

급 문화재가 여러 점 있으며 극락보전 앞의 다층석탑이 

볼 만하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p. 42) 

TEL. 031-885-2505  silleuksa.org

신륵사

우리나라 가톨릭의 성지. 조선 정조 2년 신학을 연구하던 

서학파 권철신, 이벽, 정약전, 정약용, 이승훈 등 젊은 학

자가 모여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고 토론하던 곳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경기도자박물관 (p. 14)

TEL. 031-764-5994  chonjinam.or.kr

천진암

구한말 고종 황제의 황후였던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세까

지 살았던 집. 명성황후 기념관은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여성생활사박물관 (p. 38)

TEL. 031-887-3578

명성황후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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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백자의 요지. 300여 개의 도자기 공장이 모여 있다. 

생산과 판매가 직접 이뤄지고 있어 생활 도자기를 저렴하

게 구입할 수 있으며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

램이 있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이천세계도자센터(p. 52)

TEL. 031-644-2942~5  ceramic.invil.org

사기막골 도예촌

설봉공원 내의 호수. 면적이 3만여 평, 둘레가 1.05km에 

달하는 인공 호수이다. 호수 주변에는 세계 유명 작가의 

조각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감상하며 산책하기에 좋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해강도자미술관 (p. 78)

tour.icheon.go.kr

설봉호

등산로가 험하지 않고 오밀조밀해서 등산이 수월하다. 설

봉산 7부 능선쯤에는 백제시대 때 축조된 설봉산성이 있

다. 정상까지 1시간 30여분 소요. 진달래 피는 봄이 가장 

아름답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p. 54)

tour.icheon.go.kr

설봉산

능선을 사이에 두고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황후가 나란히 잠

들어 있는 영릉과 효종과 왕비 인선왕후가 잠든 쌍릉인 녕

릉이 있다. 영릉은 조선 왕조의 능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TEL. 031-885-3123    yj21.net

세종·효종대왕릉

TRAVE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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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arch

이천 백사산수유꽃축제

아름다운 산수유 꽃길을 걸어보자. 풍년기원제, 전통혼례, 풍물놀이, 널뛰기, 백일장 등

도 개최된다.

장소 이천시 산수유마을｜문의 031-644-8482｜인터넷 2104sansooyou.com

성남시 정월대보름 축제

민속연날리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흥겹다.

장소 성남시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분당 문화의거리｜문의 031-756-1082

구리 동구릉 건원문화제

장소 구리시 동구릉 일대｜문의 031-557-6383｜인터넷 guri.go.kr

구리 한강 유채꽃 축제

장소 구리시 구리한강둔치, 시청대 강당｜문의 031-550-2065

여주 금사참외축제

여주 명품 금사 참외를 주제로 한 행사이다. 군악대 퍼레이드, 태권무, 농악놀이,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등이 선보인다.

장소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근린체육공원｜기간 6월 초｜문의 031-770-2472

하남 이성문화축제

장소 하남시 시청 일대｜문의 031-790-6063

여주 세종문화큰잔치

장소 여주군 영녕릉 일대｜문의 031-887-2064∼5

여주 진상명품전

장소 여주군 신륵사관광단지 일대｜문의 031-887-3711∼2

양평 은행나무축제 

장소 양평군 용문산, 군민회관｜문의 031-770-2069

남양주 다산문화제

장소 남양주시 능내리 다산유적지 일대｜문의 031-590-2472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장소 남한산성 일대｜문의 031-760-2723

   9 Septem
ber

   10 October
   5 M

ay  
   6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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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과천, 광명, 부천, 안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 서부 지역은 신도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예술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을 비롯해서 자연사박물관처럼 자연 생태를 심도 깊게 소개하는 

박물관, 규모보다는 알찬 내용으로 방문객들을 기다리는 다양한 테마박물관들이 있다. 특히 서해바다의 아기자기한 풍

경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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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박물관·미술관

경기 서부

부천로보파크

부천교육박물관, 부천수석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자연생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충현박물관

나비야놀자 박물관

안양역사관

돌석도예박물관

철도박물관

의왕향토
사료관

안산어촌민속전시관

안산향토사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최용신기념관

정문규미술관 성호기념관

가원미술관

한국카메라
박물관

창조자연사
박물관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삼성산

수리산

최용신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의왕향토
사료관

돌석도예박물관

뮤지엄만화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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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미술관｜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226   02-504-3730

경기도미술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   031-481-7000

국립현대미술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4   02-2188-6000

나비야놀자박물관｜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908   02-2682-4520

돌석도예박물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126

 031-464-7734~6

뮤지엄만화규장각｜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032-310-3090

부천교육박물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032-661-1282

부천로보파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층

 032-621-2090~1

부천수석박물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032-655-2900

부천자연생태박물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81

 032-678-0720

부천펄벅기념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   032-668-7563

부천활박물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032-614-2678

선바위미술관｜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45   02-507-8588

성호기념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길 163   031-481-2574

아해박물관｜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97-2   02-3418-5501~3

안산어촌민속전시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

 032-886-0126

안산향토사박물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86-1   

 031-415-0041~2

안양역사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112   031-389-5252

유럽자기박물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032-661-0238

의왕향토사료관｜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골우물길49(고천동159)

 031-345-3666

정문규미술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80-9   032-881-2753

창조자연사박물관｜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84-1   031-435-1009

철도박물관｜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   031-461-3610

최용신기념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56(본오3동 879-4)번지

 031-481-3040

충현박물관｜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1085-16   02-898-0505

한국카메라박물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30   02-502-4123

KRA 마사박물관｜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경마공원 내   

 02-509-1283

철도박물관

의왕향토
사료관

국립현대미술관

가원미술관

아해박물관한국카메라
박물관

KRA마사박물관선바위미술관

의왕시

과천시

아해박물관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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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가원미술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226   전화 02-504-3730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던 이용 

작가가 평소 갖고 있던 ‘화가란 자신의 작품을 전시를 통해 대

중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는 생각을 기

초로 화가로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건립한 가원미술관은 

스페인풍의 건축양식으로 ‘아름다운 뜰(佳園-가원)’이라는 이름

으로 2003년 과천에 개관을 하였다. 현재 과천뿐만 아니라 인

근 서울과 안양 지역의 시민들까지 즐겨 찾는 편안한 문화 휴식처로 시민들과 친숙함을 도모하고 있다. 역

량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별하여 전시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흐름에 맞춘 다양

한 국제교류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1전시실 대리석 바닥재와 아늑한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시실로 실면적 60평인 넓은 공간의 전시실입니다. 제2전시실 주로 소장품 

전과 상설전시관으로 활용되는 아담한 전시공간입니다. 제3전시실 넓은 창을 통

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활용하여 작품이 가진 본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각 그림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넓은 전시관입니다. 

GAWON museun of art

Gyeonggi Seobu

가원미술관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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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미술관은 수채화를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을 표방하며 총 320평에 해당

하는 1, 2, 3전시관과 미술인을 위한 공동 아뜰리에 그리고 일반인과 아동들의 미

술교육을 위한 가원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있다. 가원아카데미는 휴관일안 매주월요

일을 제외한 날에 김문희 선생의 누드 드로잉과 권오웅 선생의 수채화 강좌가 별

도로 개설돼 있다. 아울러 수요일과 금요일 강의 중 하루를 선택하여 관장님의 직

강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OTE

주요소장품 원로작가 박돈, 정건모 외국작가 루미,프랑크 등62점 외 다수  관람시간 동절기 10:00 ∼ 

17:00, 하절기 18:00 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특별전은 유료)  홈페이지 gawonmoa @ 

hanmail.net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2번출구, 승용차 : 과천정부청사 사기 > 

과천우체국 > 청사IC > 문원2동 >새빛길 주변명소  청계산 등산로, 5, 6호약수터, 청소년수련관, 향토, 

재래시장

이용 - 스페인의 향수

박돈 - 언덕의 노래

수채화 및 유화 미술교육 강좌 

대상 : 수채화 및 유화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

일시 : 매주 3시간

장소 : 가원미술관 아카데미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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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경기도미술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  전화 031-481-7000

2006년 10월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은 국내외 작가

의 전시, 미술품 수집을 비롯해 연구, 교육, 홍보사업 등 프로그

램을 운용하면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문성

과 예술성, 지역성과 세계성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기획 전시

를 통해 미술 문화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공원 내 생태호수

를 배경으로 한 미술관 건물은 전면을 유리로 시공해 맑고 쾌적

한 느낌을 주는 한편, 다양한 기획전이 이루어지는 높은 층고의 

전시실을 중심으로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미술관은 프로그램이 알찬 미술관, 새

로운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미술관, 경기도민은 물론 국내외 미술인이 다시 찾는 현대미

술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전시장 순환통로를 두고 벽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전시내용에 따라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게 설계했다. 8.5m 높이의 천장에는 열고닫

을 수 있는 시스템을 채용해 자연광을 조절할 수 있다. 로비 갤러리 

넓고 높은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술관을 미술관 

밖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Seobu

경기도박물관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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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이상현의 작품

석철주의 작품

찾아가는 미술관 - 이음길  경기도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은 경기도미술관 컬렉션 연례 

순회전 및 도내문화 공간 네트워킹 프로젝트이다. 이 순회전은 미술관의 소장품을 사장

하지 않고 상설 전시함으로써 작품과 관객의 상호소통을 증진하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수

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생각과 생각들을 연결하는 

소통의 네트워크, 즉 이음길을 구축하고 있다.

NOTE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특별전과 연계

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전시 참

여 확대를 위하여 현대 미술을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체험을 제공

한다.

교원 초청 전시 설명회  특별전을 개최할

때마다 경기도 내 교원들을 미술관으로 

초청하여 전시 설명회를 가진다. 미술관 

측은 이를 통해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한국화, 서예, 사진, 판화, 조소, 설치, 공예, 미디어 아트 등  개관 2006년 10월  관람시

간 10:00~18:00(동절기), 10:00~19:00(하절기)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관람료 성인 700원(단체 550

원), 13세-24세 및 군인 300원(250원), 어린이·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특별전시 관람료는 별도

책정)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  전화 031-481-7000  홈페이지 www.gma.or.kr  교

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공단역 하차 도보 15분, 안산공단역 초지운동장 사거리방향 도보 15분, 

안산역 버스11번·22번·30번·30-2번·30-3번·30-7번·52번·99번·707번·909번단원 구청

앞하차승용차: 신갈 안산 간 고속도로 이용 안산I.C에서 나와 우회전 안산면허시험장 삼거리에서 화랑

초교 사거리 방향  주변명소 대부도, 누에섬등대전망대, 별망성지, 선감마을, 성호공원, 시화호, 안산식

물원, 이익선생묘소, 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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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4  전화 02-2188-6000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과 세계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립 미술관이다. 1969년 경복궁 소전시관에서 개

관했으며 1973년에는 덕수궁 석조전을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1986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이후 1998년에는 덕수궁 내에 

분관인 덕수궁미술관도 개관했다. 미술관은 현대 미술의 조사

연구와 작품 수집 및 보존,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동시에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 관람객

의 이해를 돕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 미술관 운영,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

는 미술관이 되고자 한다.

램프코아 원추형 천장지붕으로 미술관중앙에 위치해있다. 구조물의 중심축으로 이곳을 중심

으로 전시실이 이어져 있다. 원형전시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대 미술의 흐름

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선별해 전시한다. 제3전시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

지는 한국 현대미술의 구상적 경향을 소개한다. 제4전시실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기원과 전

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제5전시실 서세옥, 권영우, 송수남, 송영방, 정탁영등의

추상작품을전시중이다. 제6전시실 도예, 금속, 목공예, 섬유 등 전통적인 공예 개념에 충실한 

작품에서 현대적인 해석을 한 작품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 Seobu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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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내부

사회교육

전문인교육 - 인턴십, 미술관학강좌

일반인 교육 - 토요 미술 공개 강좌, 시

니어 미술강좌, 작품으로 이해하는 현대 

미술

학교연계교육

청소년교육 - 청소년 현대미술 산책, 청

소년 현대미술 감상

교사 교육 - 초등교사 미술 연수, 중등

교사 미술 연수, 특수 교사 미술 연수, 

교사 초청 전시설명회, 중등교사워크숍

어린이 교육 

어린이 미술 탐험, 재미있는 그림 이야

기, 미술관은 내 친구, 우리 가족 미술 

여행,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 체험, 장애 

아동 미술관 소풍, 상상으로 떠나는 미

술 여행

온라인 교육

사회 교육, 학교 연계 교육, 어린이 교

육 등

SPECIAL PROGRAM

백남준의 <다다익선>  비디오 아트의 탄생은 현대 미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국립현

대미술관 램프코아에 설치된 <다다익선>은 그런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낸다. 1988년

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개천절인 10월 3일을 상징해 1,003대의 TV 수상기를 지름 7.5m의 원

형에 18.5m의 높이로 설치한 것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실을 향하기 전에 통관 의례처럼 탑돌

이를 하고 이 작품을 거쳐간다.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 늘 새롭게 해석되는 작품으로 얼

마 전에는 오래된 브라운관을 전면 교체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다익선>은 수상기를 통해 

1,003가지의 푸른 조명과 목소리를 내보내며 지금 이 순간, 현대를 응시하고 있다.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현대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 작품 등  개관 1969년 10월  관람시간 10:00~18:00(3월

~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신정, 매주 월요일  관람료 일반권(19~64세): 상설전시 1,000

원(단체 800원), 기획전시 3,000원(단체 2,000원), 할인권(7세~18세): 상설전시 개인 500원(단체 400

원), 기획전시 개인 1,500원(단체 1,000원)  주소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4  전화 02-2188-6000  

홈페이지 www.moca.go.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4번 출구 셔틀버스 이용 또는 

대공원역 2번 출구 코끼리 열차 이용 승용차: 사당동 남태령고개 지나 서울대공원 방향 서울대공원 주

차장을 이용하거나 대공원 주차장 왼편 미술관 진입도로 이용  주변 명소 과천향교, 보광사, 서울경마

공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연주암, 온온사, 이항복선생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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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나비야놀자박물관

주소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908  전화 02-2682-4520

환경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국내 최초의 나비 곤

충 전문 박물관이다. 세계 각 지역의 나비에 대한 정보와 표본

을 만날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 중이다. 박물관은 꾸준히 표본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시즌별로 특색 있는 행사도 열고 있다. 특히 관람객이 주위 사물과 자연현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연

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나비표본전시실 나비의 모습과 상세한 설명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나비생태관 살아있

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이다. 나비학습체험교실 나비 표본 제작 및 나비 그림 그리

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야외생태체험관 배추, 무우, 상추, 케일 등 각종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밭이다.

Play with Butterfl y Museum

Gyeonggi Seobu

나비야놀자

박물관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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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나비표본 전시실

야외생태체험관

나비의생태  나비성충은 거의 낮에 활동하지만 종류에 따라 약간 행동이 다르다. 양지바른곳

을 나는 표범나비나 호랑나비 등과 숲 사이를 나는 뱀눈나비가 있으며, 저녁 때 잔가지 주변

을 나는 녹색부전나비류 등도 있다. 호랑나비 등은 맑은 날 일정한 코스를 따라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채집자는 그 길목에 대기하였다가 잡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나비의 행동은 그 눈

이 편광을 느끼며 통로에 접하는 초목의 잎 등으로부터의 반사 때문이라고한다. 나비중에는 

같은 종이라도 계절에 따라 다른 형을 나타내는 것이 많은 데 이것을 봄형·여름형 등 계절

형이라한다. 이런 현상은 대뇌간부의 세포와 후전선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NOTE

나비 표본 제작 실제 나비의 표본을 제

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나비 그림 그리기 관람객이 그린 나비 

그림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

도하고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나비표본, 자료 등  개관 2005년 10월  관람시간 10:00~18:00  관람료 성인 4,000원(단

체 3,000원), 어린이 3,000원(단체 2,000원) 30인 이상 단체 요금 적용  주소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908  전화 02-2682-4520  홈페이지 www.playwithbutterfly.com  교통편 대중교통: 7호선 광명사거리

역, 1호선 개봉역 11번 버스 이용 학온동농협 하차 승용차: 광명I.C에서 안산 방면으로 1.8Km 주행 후 

광명 학온동농협 맞은편에서 P턴  주변 명소 노온사 저수지, 철산동 지석묘, 영희원, 충현서원지, 이순

신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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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돌석도예박물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126  전화 031-464-7734~6

돌석도예박물관은 전통옹기와 함께 전통옹기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탄생 시키고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

서 평생 도예작품 활동에 전념해 오신 돌석 김석환 선생의 작

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숨결이 살

아 숨쉬는 돌석도예박물관은 아름답기로 이름난 수리산 자락

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빼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가지런

히 정리되어 있는 투박한 전통옹기와 예술성이 높은 도예작품 

및 현대의 옹기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박물관은 전시를 비롯한 각종 문화적·예술적·학술적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

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안양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야외전시장 옹기항아리와 돌석 선생의 대형 작품들 1000여 점 정도 모여있다. 

지하1층 체험학습실, 사무실 겸 자료실, 관장실, 수장고 1층 옹기문화관 및 영

상실 2층 생활도예관 및 카페 3층 돌석도예관

Dolsuk Ceramic Art Museum

Gyeonggi Seobu

돌석도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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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백자투각등

장승 토우항아리

돌석도예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은 거대한 형태의 치우도자기들입니다. 박물관에 들어 오시면 거대한 치우도자기들

이 즐비하게 도열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승은 대부분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왔

기 때문에 흙을 이용해서 도자기로 만든 것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도자기 장승은 새로운 도자기를 

탄생 시키고자 하는 乭石 선생의 끊임없는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NOTE

정기도예교실 매월 주1회 60,000원, 주

2회 100,000, 주3회 130,000이며 3개월 

등록시에는 1만원이 할인됩니다. 일일체

험교실 약1~2시간이 소요되며 초벌그리

기, 자유성형, 물레체험으로 나뉘어 진

행됩니다. 전통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한

지공예, 민화그리기, 장승과 솟대, 칼라

믹스 공예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체험을 하실    

때에는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

습니다. 박물관 사정에 의하여 세부사항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 10:00 ∼ 19:00  관람료 개인-성인 3,000원, 청소년 2,000

원, 유치원 1,000원/ 단체(20인 이상) 30% 할인 / 지체부자유자,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무료  홈페이

지 www.dosukmuseum.net  교통편 대중교통: 중앙로 안양 CGV맞은편(안양역에서 도보5분) 시내버

스 10, 15, 15-2, 11-3 → 병목안 삼거리에서 하차 →좌측 수리산 항증원 방향으로 도보 10분  승용차: 

①서울→1번국도→안양역옆에서우회전→안양CGV→안양예고→병목안삼거리에서 좌측방→돌석도예

박물관 ② 과천→47번국도→인덕원→관악로→비산대교를 건너 우회전(서울방향)→안양CGV→안양예

고→병목안삼거리에서 좌측방향→돌석도예박물관  주변명소 수리산, 병목안시민공원, 천주교성지

소주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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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만화규장각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전화 032-310-3090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전문 박물관이다. 문화관광

부와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2001년 설립되었으며, 한국만화영

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자료관, 전시관, 부대시설 등을 갖

추고 있으며 자료관에는 만화의 역사와 종류, 제작 과정, 주요 

작가 작품, 희귀 만화 등이 전시되어 있고, 전시관에서는 각종 

만화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애니메이션 상영, 만화자료, 

관람객이 직접 만화를 제작하는 공간 등이 있다. 주요 전시품으

로는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등 유명 작가 50인의 원고 230여 점, 박기당의〈서유기〉등 1950·1970

년대 희귀만화 작품 665점이 있다.

자료관 우리 만화의 흐름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다. 한국 만화사를 빛낸 작품을 연대기별, 장르별, 작가별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 만화를 주제로 다양한 기획전을 가지고 있다. 

체험관 상영관, 열람실, 1970년대 만화방을 재현한 옛날 만화가게 등

이 있다.

Korea Comics Museum

Gyeonggi Seobu

부천시

뮤지엄만화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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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만화방 재현 공간

희귀 만화 코너  50년 전,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던 아이들에게 멋진 모험과 환상을 전달해준 추

억의 만화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귀해진 옛날 만화를 전시한다. 특

히 김용환의 <코주부 삼국지>, 김종래의 <엄마찾아 삼만리>, 방영진의 <약동이와 영팔이> 등 

1950~60년대 한국 만화를 만나볼 수 있는 코너다.

체험 실습 주중 단체 프로그램과 주말 

가족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

다.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어린이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이야기 캐릭터북, 캐릭터

버튼만들기. 펭이와 함께 빙글빙글, 양

초마스코트 만들기. 컬러 점토로 캐릭터 

액자 만들기 등 만화적 상상력이 풍부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PECIAL PROGRAM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한국 근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설립 2001년 10월  관람시간 10:00∼18:00  휴관 매

주 월요일, 신정, 추석, 설날 당일  관람료 일반권 5,000원, 단체권 4,000원, 가족권(성인2 + 어린이2) 

15,000원, 65세이상·기초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무료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전

화 032-310-3090  홈페이지 www.komacon.kr  교통편 대중교통 : 송내역 하차 37번·5-2번·87번 

/ 부개역 하차 79번, 승용차 : 중동 IC(인천방향)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청에서 10분거리  주변

명소 원미공원, 중앙공원,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 아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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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박물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61-1282

서지학자 민경남 선생의 기증품을 바탕으로 설립

된 부천교육박물관은 천자문을 배우던 서당 교육에서부터 해방

후 제7차 교육 과정까지 우리역사의 근간을 이루었던 교육사료

를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사서삼경>, 일제강점기 교육의 

상징인 검, 미군정청기의 교과서, 6·25 전쟁 당시의 전시 학생

증, 60년대의 교복 등 유물과 사진 자료를 통해 시대별 교육 환

경과 변천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려 교

과서에서는 부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시도 흥미를 끈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를 가

지고 기획되는 특별전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평생 학

습의 장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전시장 전시장 입구에는 훈육 선생님과 지도부 선배들이 서 있고 왼쪽으로 보면 국민교육헌

장이 보인다. 각 시대별 공부방의 모습을 재현한 것도 이채롭다. 부천교육의 역사와 교과서

에 묘사된 부천 풍경도 재미있어 보인다. 이런 근대적인 유물과 더불어 조선시대, 개화기, 일

제강점기, 미군정기, 한국전쟁 등의 시기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외국 교육과의 차이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보여준다.

Bucheon Museum of Education

Gyeonggi Seobu

부천교육박물관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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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실 재현 코너

<대한지지(大韓地誌)>  저자·연대 미상의 개화기의 초등 지리 교과서. 2권 2책 인쇄본 국한

문 혼용체이며, 현채(玄采)가 역집(譯輯)하여 1899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1901년-광무 5년, 

부천교육박물관 소장). 권두에 이규환의 서문과 권말에 현채의 발문이 있고, 내용 구성은 2면

에 걸친 범례와 총설 1편과 각도별 지지 13편 등 도합 14편으로 되어 있다. 1909년 일본 통

감부의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에 의하여 금지 처분을 받았다.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교과서·참고서 등 1,728점, 교육관련 용품 2,987점  개관 2003년 4월  관람시간 10:00

∼18:00(3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어른 1,000원(단체 800원), 중고생·군인 800원(단체 500원), 초등학생·유치원생 600원(단체 

300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단체 요금 20인 이상 적용)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61-1282  홈페이지 www.bc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부천역에서3번·8번·75번·606번, 소사역에서 95번·60번·56번, 중동 신도시에서 23-5번 버스 

이용 종합운동장 하차 승용차: 신월I.C 이용 서부화물트럭터미널과 작동터널 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 

도착. 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이용 GS백화점을 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 도착  주변명소 한국 만화박물

관, 자연생태박물관,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아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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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로보파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층

전화 032-621-2090∼1

부천시가 특화산업으로 선택한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 산업인 지능형 로봇 산업을 홍보,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

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은 최신 로봇은 물론 로봇

의 발전 역사와 종류를 소개하는 부분과 체험 공간을 통해 관람

객이 미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산업, 완구, 

가정, 의료, 게임 등 로봇은 이미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예술과 과학의 접목을 보여

주는 부분도 흥미롭다.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휴머노이드는 21세기에 새로

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다.

1층전시실 안내로봇 로피, 4차원 영상관, 교육 및 과학교구, 로봇 등을 판매하는 숍 등이 있

다. 2층 전시실 로봇의 탄생, 역사, 종류, 활용 등을 알아보는 뮤지엄, 로봇 스포츠 센터, 로

봇 테크노댄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특히‘내친구로봇’코너에서는 애완용, 산업용, 

전투형, 초소형, 연구 개발용, 극한 작업용 등의 다양한 로봇을 볼 수 있다.

Bucheon RoboPark

Gyeonggi Seobu

부천로보파크

부천시

경기서부-한글판.indd   108 2011-07-19   오후 3:37:56



109

INFORMATION

전시실 내부

유비쿼터스 환경 속의 로봇  우리 생활은 이미 유비쿼터스로 변화되고 있다. PC 네트워크

화뿐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자동차 네비게이터, 센서 등 모든 정보

기기가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저

마다 인공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장난감에도 첨단 기술이 들어간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삶은 편리하고 쾌적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유비쿼터스 존에서 

미래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

NOTE

로봇 아카데미(참가비 유료) 로봇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체험 

학습과 중고등 학생용 정규교육 과정으

로 나뉜다.

멘토 프로그램(참가비 무료) 베이직, 엘리

트, 펀펀반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수준

별 로봇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과학 교실(8주 과정, 참가비 5,000원)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로봇 및 관련 첨단 설비  개관 2005년 12월  관람시간 10:00∼18:00(매표 마감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전날(2일간)  관람료 어른 5,000원(단체 4,000원), 중학생

∼대학생 4,000원(단체 3,000원), 4세∼초등학생3,000원(단체 2,000원) 등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 약대동 193 부천 테크노파크 401동  전화 032-621-2090~1  홈페이지 www.robopark.org  교통편 

대중교통: 부천지하철 송내역 2번 출구 북부광장에서 7-1번 버스 이용 부천 테크노파크 하차 승용차: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에서 서울방향 송내 지하차도 진입 3km 직진해 우회전 후 도착, 중동I.C에서 

시청방향 200m 전방 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 중동대로 따라 1km 직진 후 좌회전. 경인고속도로 부천

I.C에서 시청방면 200m 전방 내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해 300m 직진 후 좌회전  주변명소 원미공원, 중

앙공원,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 아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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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수석박물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55-2900

수석 문화는 자연이 빚어낸 오묘함을 실내에서 감

상하는 전통 문화의 한 분야이다. 그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13세기 문헌 <화엄종사회전>에 의하면 최초의 

수석인인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라고 한다. 현재 전국 600개 수

석회에서 15만명이 수석 문화를 즐기는 가운데 30년 동안 수

석을 모아온 정철환 선생의 기증품을 바탕으로 부천수석박물

관이 설립되었다. 남한강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석, 

화석, 전기석이 전시되어 있으며 역사와 그 형성조건, 종류와 

특징, 탐석지, 감상법 등 수석 관련한 모든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뿐 아니라 매년 수석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안목을 높이기 위해 체험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전시장 수석의 모든 것에 대해 실제 수석과 문헌을 통해 알려준다. 우리나라 수석은 물론 중

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의 수석도 감상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화면을 통해서도 전시와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다.

Bucheon Museum of Suseok

Gyeonggi Seobu

부천시

부천수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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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석

석부작 만들기  부천수석박물관에서는 분기별로 석부작 만들기 체험 교실을 진행한다. 석

부작이란 돌에다 난이나 야생화를 착생하여 키우는 것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실내 원예

법이다.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방에서 나만의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탐석 체험, 좌대 만들기, 수석 강좌 등이 진행 중이니 수석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박물관에 들러보자.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수석 및 수석 자료 2,400여 점  개관 2004년 10월  관람시간 10:00∼18:00(3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어른 1,500원

(단체 1,3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700원), 어린이 700원(단체 500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

료(단체 요금 20인 이상 적용)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55-2900  

홈페이지 www.bc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통: 부천역에서 3번·8번·75번·606번, 소사역에서 

95번·016-2번·019-2번, 중동신도시에서 90번 버스 이용 종합운동장 하차 승용차: 경인국도 부천

I.C 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 신월I.C 지나 서부화물트럭터미널과 작동터널 통과해 종합 운동장사거리. 

경인국도에서부천I.C 지나GS백화점다음종합운동장사거리  주변명소 원미공원, 중앙공원, 부천판타스

틱스튜디오, 아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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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자연생태박물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81  전화 032-678-0720

청원 조경열 선생이 20년간 수집해온 335종 

8,000여 점의 자연사 관련 소장품을 부천시에 기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박물관이다. 어린이를 위한 본격적인 박물관

으로 관람석 150석을 갖춘 3D 입체 영상관과 공룡탐험관, 전

시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을 돕는 사회

교육기관으로, 부천시는 물론 서울, 인천 수도권 지역의 자연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이나 예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과는 달리 실물을 전시하는 등 생동감

이 있는 전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박물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1전시실 곤충표본을 중심으로 진화 속의 곤충, 곤충의 종류, 세계

의 곤충으로 구성되어있다.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보며 관찰할 수 

있다. 제2전시실 한반도의 식물, 사람과 식물의 관계, 곤충과 식물의 

관계 등의 전시와 민물고기를 중심으로 표본과 실물이 전시되어 있

다. 공룡탐험관 공룡모형, 뼈, 화석을 볼 수 있으며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다.

Bucheon Natural Ecology Museum

Gyeonggi Seobu

부천자연생태박물관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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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탐험관의 공룡 모형

부천식물원  박물관 소속으로 294종 7,858본이 살고 있는 식물원이다. 총 5개 식물관과 중

앙 정원, 2개 전시실까지 갖춘 식물원으로, 공간은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다.‘재미있는 식

물관’에서는 움직이는 식물, 식충 식물, 향이 독특한 식물 등을 볼 수 있으며,‘수생, 양치 

식물관’에서는 수생식물과 양치 식물이 있다. 또‘열대과수관’에는 공작 야자 등 열매가 

열리는 열대 식물이 있으며‘다육식물관’에는 거치옥 등으로 사막을 연출했다. 국내 자생

식물과 분재, 분경이 있는‘자생식물관’과 멀티미디어가 있는‘중앙 정원’에도 식물이 가

득하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간이다.

NOTE

주요소장품 기후별 식물 및 곤충, 공룡모형자료  개관 2000년 9월  관람시간 10:00∼18:00(3월∼10

월, 17:30 입장 마감), 10:00∼17:00(11월∼2월 16:30 입장 마감)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자연생태박물관: 어른 / 전시관 1,200원(단체 1,000원), 영상관 3,000원(단체 

2,500원), 중·고등학생 및 군인 / 전시관 1,000원(단체 800원), 영상관 2,500원(단체 2,000원), 4~12

세 어린이 / 전시관 700원(단체 600원), 영상관 2,500원(단체 2,000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

의동 381  전화 032-678-0720  홈페이지 www.ecomuse.go.kr  교통편 대중교통: 역곡역 5번·23-5

번·013-1번·017번 버스, 소사역 9번·56번 버스, 송내역 700번 버스 이용 까치울 사거리 하차 승

용차: 신월I.C에서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작동터널, 까치울사거리·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I.C 나와 GS

백화점, 종합운동장 사거리 지나 까치울사거리  주변 명소 원미공원, 중앙공원, 부천판타스틱스튜디

오, 아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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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펄벅기념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  전화 032-668-7563

우리나라의 혼혈 아동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

생 노력했던 펄벅 여사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다. 전시실에는 

펄벅 여사의 유품과 서적,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곳곳에 

사회적 불평 등과 편견을 없애려 노력했던 여사의 박애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출신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아동들

에게 희망과 꿈을 주려고 노력한 펄벅 여사의 숭고한 정신은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오

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기념관은 현재 펄벅 인터내셔널 한국이 부천시로부

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전시실 펄벅 여사와 관련한 여러 유물을 볼 수 있다. 특히 소설 <대

지>의 원고와 노벨문학상, 퓰리처상 등의 기록도 함께 관람할 수 있

다.

Pearl S. Buck Memorial Hall

Gyeonggi Seobu

부천
펄벅기념관

부천시

始
シフンシ

興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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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내부

펄벅(Pearl Sydenstricker buck, 1892. 6. 26 ~ 1973. 3. 6)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힐스보로에서 태어난 펄벅은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15세까지 중국에서 성장했다. 이후 미

국 랜돌프 메이컨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기의 명작 <대지>

를 펴냈다. 1949년에는 전쟁 중 미군으로 인해 태어난 아시아 여러 국가의 혼혈 아동들을 위하여 입양기관 웰컴하우

스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한 사회 사업을 시작하였다. 펄벅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 1963년 한국의 

수난사를 그린 소설 <살아 있는 갈대>를 펴냈으며, 1965년 혼혈아동 복지기관인 펄벅재단 한국지부를 설립했다.

펄벅다문화문예창작대회·음악회 부천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문예 대

회와 음악회로, 매년 가을에 행사가 치

러진다.

SPECIAL PROGRAM

CURATOR’S CHOICE

주요소장품 펄벅 여사 관련 유물  개관 2006년 9월  관람시간 09:00~18:00(3월~10월), 09:00 

~17:00(11월~2월)  휴관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  전화 032-668-7563  홈페이지 www.pearlsbuckhall.or.kr  교통편 대

중교통: 1호선 부천역 심곡본동 방면 도보 15분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이용 부천I.C 이용 부천역 사거

리에서 우회전 600m 직진 후 좌회전 200m 직진 롯데아파트 후문 방면.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시흥

I.C에서 부천, 소사 방면 진입, 경인로 이용 부천역 사거리까지 직진사거리에서 우회전 600m 직진 후 

좌회전 200m 직진롯데아파트 후문 방면  주변명소 원미공원, 중앙공원,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아

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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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활박물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14-2678

우리 전통 활인 국궁에 담긴 선조의 얼과 슬기를 

배우며 문화유산으로서 활문화를 보존 전승하고자 2004년 12

월 14일 개관한 박물관이다. 예로부터 부천 지역은 200년 가까

이 궁의 제조 및 궁도의 맥이 이어온 곳으로 활 박물관이 들어

서기에 적당한 곳이다. 전시실에는 시대별 활, 화살, 화차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활과 화살의 역사, 제작 과정도 알 수 있다. 특

히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고 김장관 선생의 국궁 관련 

유품 240여 점을 비롯하여 400여 점의 활 관련 자료도 소장하

고 있다. 박물관은 특별 기획전, 대나무 활 만들기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전시실 시대별활, 화살, 화살촉 등의 유물을 전시한다. 기증전시실 고김장환선생(중요무

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의 생전 작업 모습과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체험학습장 대나무 활 

만들기와 강연회를 진행하는공간이다. 영상실 활제작 과정과 재료를 알 수 있는 영상물을 상

영하고 있다.

Bucheon Museum of Bow

Gyeonggi Seobu

부천시

부천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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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활과 화차

각궁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활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복합궁이다. 뒤집어서 

시위를 거는 만궁으로 궁각의 길이에 따라 후궁과 장궁으로 나뉜다. 또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전시용, 수렵용, 연악, 습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던 활은 궁간

상, 뿔, 힘줄, 아교, 실, 칠 등 여섯 가지 재료로 만들었고 운동이나 오락용은 궁산상, 참나

무, 대, 벚나무, 뿔, 힘줄, 아교 등 일곱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 강, 중, 연 등의 구별이 있

어 남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쓸 수 있다.

NOTE

대나무 활 만들기 체험 국궁 이수자가 직

접 활 만들기 지도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 활의 우수한 점

을 느낄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활, 화살촉, 관련 유물 240여 점  관람시간 10:00~18:00(3월~10월), 10:00~17:00(11월

~2월)  휴관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성인 1,000원(단체 800원), 청소

년 군경 800원(단체 500원), 초등학생·유치원생 600원(단체 300원) 등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14-2678  홈페이지 www.bc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통: 부천

역 3번, 8번, 75번, 606번 버스, 소사역 95번 16-2번, 19-2번 버스, 중동신도시 90번 버스 이용 종합운

동장 하차 승용차: 경인국도 부천I.C 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 신월I.C 지나 서부화물 트럭터미널과 작

동터널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 경인국도에서 부천I.C 지나 GS백화점 다음 종합운동장사거리. 경부고

속도로 이용 신갈I.C에서 수원방향 42번 국도 이용 15분 직진 후 수원남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주변명소 원미공원, 중앙공원, 부천판타스틱스튜디오, 아인스월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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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미술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45  전화 02-507-8588

과천의 쾌적한 환경 속에 자리잡은 미술관으로 풍

속화가 이서지 작가가 사라져가는 전통 풍속을 살리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했다. 옛 조상들의 생활상과 풍습, 자연환

경을 작업 주제로 삼고 있는 이서지 작가의 작품 1,000여 점과 

인형작가 김시온 작가의 전통 인형 및 마을 축소 모형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은 관람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전통문화와 미술을 보며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

록 전시, 강좌,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새롭게 만나는 전통 문화 다섯 친구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바위미술관과 과천 지역 지역 

아동 센터 네 곳이 주최, 참가한다. 총 5개 분야의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

화 강좌 겨울방학과 봄학기 등 교양 강좌를 듣기 편한 시기에 열리는 문화 강좌로 애니메이

션, 북아트, 서양미술사, 포토 아카데미, 실크 염색 등 다양한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세시풍속 열 두 이야기 전통문화와 풍속을 열두달의 테마별로 전시한 전통인형전을 마련하고 

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생생한 표정의 인형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옛문화를 재미있고 친근

하게 느낄수 있는 전시회이다.

Seonbawi Museum of Art

Gyeonggi Seobu

선바위미술관

서초구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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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풍습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풍속화는 조

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세시풍속과 생활상, 그 밖의 모든 문화와 모습을 포근하

고 정겹게 그리고 있다. 사실적이며 기록적인 성격이 있는 장르로 기성세대는 과거의 향

수와 정취를 느끼며, 젊은세대는 조상들의 사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NOTE

실내 전경 <목어>

<마을에서>

주요 소장품 이서지 작가의 풍속화를 비롯한 전통 인형과 모형 등  개관 2004년  관람시간

10:00~18:00(3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4,000원(단체 

3,000원), 청소년 3,000원(단체 2,000원), 어린이 2,000원(단체 1,500원), 3세 이하 어린이·65세 이

상·장애인 무료  주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45  전화 02-507-8588  홈페이지 www.seonbawi.

com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80m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이용 양재I.C에서 과천

방향 진입 선바위역에서 80m  주변명소 과천향교, 보광사, 서울경마공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연주

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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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기념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길 163  전화 031-481-2574

안산이 낳은 위대한 실학자 성호 이익(1681∼

1763) 선생과 주변 인물의 학문적 업적과 역사 자료를 수집 보

관 전시하는 기념관이다. 이곳은 성호 선생의 후손인 고 이돈형 

선생의 유물 기증과 기탁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기념관 내부

에는 성호선생이 남긴 시고, 간찰, 저서 등을 전시하는 상설전

시관과 대표적 저서 <성호사설>을 쉽게 풀어서 전시한 기획전시실, 일대기를 영상으로 구성해서 상영하

는 영상관 등이 있다. 성호 선생의 주요 저서와 퇴계 이황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자들의 문집, 실학 관련 저

서까지 다양한 소장품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실 선생이 남긴 친필시고, 간찰, 저서 등을 전시한다. 기획

전시실 대표작 <성호사설>을 쉽게 풀어서 전시하고 있다. 영상관 선

생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구성해 상영한다. 체험학습장 성호 선생의 

대표적인 실학 사상을 탁본을 통해 알아보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Seongho Memorial Hall

Gyeonggi Seobu

성호기념관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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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선생이 남긴 작품과 친필

<성호사설>  이익 선생이 80세 가까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쓴 글을 집안의 조카인 이병

휴 등이 정리한 책이다. 시무에 관한 것은 물론 천문, 역사, 제도, 경제, 제사, 풍속, 서학,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깊은 지식이 들어 있는 백과사전 형태의 책이다. 사설이라는 것은 

자잘하고 쓸데없다는 의미로 선생이 겸양의 의미로 붙였다. 성호의 수제자인 순암 안정복 

선생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정도를 재편집해 선생이 작고하기 1년 전<성호사설유선>으로 

펴내기도 했다.

NOTE

주요 소장품 성호 선생의 저서, 관련 문헌 등  개관 2002년 5월  관람시간 09:00∼19:00(3월∼10월), 

09:00∼18: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관람료 성인 500원(단체 300원), 청

소년 및 군인 300원(단체 200원), 어린이 200원(단체 100원), 7세 이하 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

자·100인 이상 학생 단체 무료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길163  전화 031-481-2574  홈페이

지 seongho.iansan.net  교통편 대중교통: 11번·11-2번·76번·71번·99-1번·125번, 영등포역 

301번 버스 이용,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하차 성호공원 방면 승용차: 42번 수인산업도로 이용 성호길

에서 식물원옆  주변명소 대부도, 누에섬등대전망대, 별망성지, 선감마을, 성호공원, 시화호, 안산식물

원, 이익선생묘소, 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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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박물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97-2  전화 02-3418-5501~3

현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인 문미옥 박사가 건립

한 아해박물관은 우리전통놀이감을 수집, 보존, 전시하고 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놀이 속에 담겨진 

교육적가치를 전하고자 설립된 어린이 전문 박물관입니다.

상설전시장 1 공기,팽이, 윷 전시장: 전통놀이의 대표적인 놀이를 전

시한 공간으로 놀이감 각각의 특징과 과학적 연계성을 살린 전시 공

간 상설전시장 2 썰매, 칠교, 산가지 연, 승경·승람도, 육예, 서당 

전시장은 체험의 요소를 접목한 전시 공간

AHAE MUSEUM

Gyeonggi Seobu

아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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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승경도 천인천자문

쌍  륙 참고누 나무판

하늘의 비밀과 윷  김홍도의 그림과 함께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윷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시장에서 봤던 종지윷, 장작윷, 자연물 

윷 등의 다양한 윷을 가지고 놀아봄으로써 사고력, 창의력과 응용력을 발휘하도

록 해줍니다.  다양한 우리팽이의 세계  팽이의 유래와 종류를 살펴보고 팽이 속

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살펴봅니다. 전시장에서 봤던 말팽이, 바가지팽이, 돌팽

이, 장구팽이 등 다양한 팽이를 직접 돌리고 치면서 팽이의 형태미와 원리를 몸

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NOTE

주요소장품 천인천자문, 계녀서, 조선 말팽이, 쌍륙, 칠교도, 고누판, 승경도, 승람도, 격몽요결, 아희원

람 등의 서지 외 다수  관람시간 10:00∼18:00 (입장 17:00)  휴관일 설날, 추석  관람료 5,000원(20인 

이상 4,000원, 51인 이상 3,000원) 경로우대증,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50%할인 적용  홈

페이지 www.ahaemuseum.org  교통편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1번 출구 우측으로 60m 직진 → 선바

위역정류장 → 마을버스 11-7, 시립버스 1,2번 승차 →  원주암 정류소 하차 → 아해박물관, 1번 출구 

우측으로 60m 직진 → 일반버스 11-3, 917, 441(신사행) 주암동 정류장 하차 → 추사길(경마장후문가

는길/미림원예 앞길) 원주암 방향 직진 → 100m 아해숲에서 직진 → 200m 아해박물관 정문, 지하철3

호선 양재역 7번 출구 100m 직진 → 서초구민회관 정류장 → 마을버스 11-7 승차 → 원주암정류장하

차 →  아해박물관  주변명소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과학관, 과천 경마자, 추사기념관

팽이체험교육  말팽이와 팽이채, 다양한 

우리 팽이의 세계, 다양한 우리 팽이의 

세계 그리고 아해숲 체험 

윷체험교육  하늘의 비밀과 종자윷, 하

늘의 비밀과 윷 그리고 아해숲 체험

공기체험교육 공기와 황토염색 공기주

머니

숲 체험교육 아해숲 생태 여행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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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어촌민속전시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  전화 032-886-0126

대부도 탄도에 위치한 전시관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안산어촌지역의 전통민속과 어업문화를 발굴·보존·

전시하여 어촌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되었다. 전시

실에서는 대부도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어촌 삶의 중요 터전

인 갯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촌의 독특한 민속 문화를 전시

하고 있다. 또한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민속 문화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가족 대상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시관이 위치한 탄도 일대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해안 갯벌이 

펼쳐져 있어서 체험형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제1전시실 안산역사와 생태환경을 주제로 해양 유적 유물을 전시중이

다. 또한 탄도 채석장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및 시화호에서 발

견된 공룡 알 화석도 볼 수 있다. 제2전시실 어업 문화를 주제로 전시

를 하고 있는데, 생활 터전인 갯벌과 염전 디오라마, 각종 어구와 배

의 변천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전시실 안산 어촌 민속을 다루고 

있다. 풍어제, 마을 신앙, 가신 신앙, 둔배미 놀이 등을 재현해 놓았다.

Ansan Fishing Village Folk Museum

Gyeonggi Seobu

안산어촌
민속전시관

안산시

화성시

경기서부-한글판.indd   124 2011-07-19   오후 3:38:28



125

INFORMATION

대부도 어촌 지역의 금줄  우리나라 민속 문화 중 아이를 출산하면 대문간 좌우에 소나무를 세우고 금줄을 치는 풍습

이 있다. 아들일 경우에는 금줄에 숯과 고추를 끼우고 딸이면 숯과 소나무 가지를 끼워놓는다. 고추는 남성을 상징하

고, 숯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대문간을 소독하여 잡귀를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소나무 가지는 여자를 상

징하는데,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절개를 지키고, 명을 길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대부도 지역의 금줄은 매우 특이한데, 이 지역에서는 짚으로 왼쪽 새끼를 꼬고 끝에 작은 매듭 두어 다발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짚 다발 세 개, 또는 다섯 개를 묶어서 문에 늘어뜨린다. 금줄은 아기의 할아버지가 만들며 아들인 

경우에는 다섯 줄, 딸인 경우는 세 줄을 삼칠일(21일)간 걸어둔다.

NOTE

주말 가족 교육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풍어제-띄배 만들기, 민속놀이-

연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안산지역 어촌 관련 유물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추석, 설날  관

람료 성인 2,000원(단체 1,500원), 청소년·군인 1,500원(단체 1,000원), 어린이 1,000원(단체 700

원), 국가유공자·장애인·6세 이하·65세 이상 무료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717  전화 

032-886-0126  홈페이지 www.ansancs.net  교통편 대중교통: 고잔신도시에서 버스 123번 이용 종

점 하차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이용 월곶I.C에서 시화방조제 방면 대부도 진입 경기도청 소년수련원, 

영어마을, 탄도항방면. 서해안고속도로비봉I.C에서 남양, 사강을 지나 송산에서 대부도 진입 경기도 청

소년수련원, 영어마을, 탄도항 방면  주변 명소 대부도, 누에섬 등대전망대, 별망성지, 선감마을, 성호

공원, 시화호, 안산식물원, 이익선생묘소, 풍도 등

경기서부-한글판.indd   125 2011-07-19   오후 3:38:29



126

EXHIBITION HALL

안산향토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86-1  전화 031-415-0041~2

안산향토사박물관은 선사시대의 안산의 문화유

적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과 패널과 조선시대 안산지

역의 고문서, 역사 인물 관련 유물들이 전시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의식주생활 뿐 아니라 생업

관련된 유물도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안산지역의 전통초가, 물레방앗간, 대장간 등이 야외전시장

에 마련되어 있다.

전시실1 안산의 행정구역 변천 및 지역사를 한눈

에 볼 수 있는 전시실  전시실 2 다양한 민속품을 

통해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시

The Museum of Ansan history

Gyeonggi Seobu

안산향토사
박물관

안산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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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성책(人口成冊) 저자 : 미상, 판종 : 筆寫本, 발행 : 隆熙3(1909)年, 형태 : 1卷 1冊 

(23.8 × 23.2cm) 주기 : 表題 - 仁化面古棧里家屋與人口成冊, 墨書 - 隆熙三年己酉閏

二月日, 인화면 고잔리(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가옥과 인구를 조사한 책.

NOTE

상설 교육체험으로는 전시장 내에 마련

된 안산의 고지도 퍼즐맞추기와 옛그릇

맞추기 체험존이 있으며, 외부에는 전통

기와집 마루에서 다듬이질, 맷돌 돌리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

상 여름방학 프로그램, 영유아 교육프로

그램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민속품  관람시간 10:00∼17:00  휴관일 설날 및 추석연휴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

ansanculture.or.kr  교통편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한양대앞역에서 하차 도보 15분, 62번 석호초등

학교 하차, 22번 성안중학교 하차, 11-1, 55, 71, 71-1, 76, 98, 99 상록구청 하차  주변명소 성호기념

관, 최용신 기념관

김류선생 교지 서랍형 고비

조선시대 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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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사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112  전화 031-389-5252

안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

다. 향토사료실, 안양 영화사료실, 전통공예실, 기획전시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장고, 자료실, 영상실 등의 시설도 갖

추고 있다. 전시공간에서는 선사 시대 고고 유물부터 현대 생활

용품까지 만날 수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영상과 음향 설비 등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1960년

대 안양시 모형도 특별한 볼거리다. 개관 이후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체험교실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향토사료실 연표로 보는 안양, 고고유물, 불교문화, 전통가옥, 항일애

국지사, 세시풍속, 유형문화재 등을 볼 수 있다. 안양 영화사료실 한

국 영화의 변천사와 안양영화촬영소를 영상으로 만난다. 전통공예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생칠장의 옻칠공예와 악기장의 북공예, 방자유

기, 짚공예 등 다양한 우리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다. 기획전시실 개

관 이후 전통 문화에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기획

전을열고 있다.

Anyang History Museum

Gyeonggi Seobu

안양역사관

안양시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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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실

안양영화촬영소  1957년 홍찬 선생이 설립하고 1963년 신상옥 감독이 인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석수동의 동양 최대 영화종합촬영소다. 화려한 은막의 스타와 감독들이 

작업을 했던 곳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되었다. 하지만 최근 2003년 신필름 예

술센터가 설립되면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안양역사관에서는 당시 최고의 영화 촬영장

이던 안양영화촬영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영화의 포스터와 배

경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NOTE

전통 생활 문화 체험 교실 우리 전통 문

화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

다.

예술감상및체험교실 다양한 연극장르를

체험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어린이 창의력 체험 교실 아트 플레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에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취미개발교실 플루트, 색소폰, 드럼 등

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별프로그램 공연, 댄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토기, 공예품, 생활용품 등  개관 2004년 9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112  전화 031-389-5252  홈페이지 www.

ayac.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뉴코아 아울렛 앞 마을버스 3번, 시내버스 5-2번 승

차해 자유공원 하차 승용차: 외곽순환도로에서 갈산동·의왕시 방면으로 진입해 좌측 자유공원 내  주

변 명소 만안교, 삼막사, 삼성산, 안양워터랜드, 안양유원지, 학의천 산책길 등

경기서부-한글판.indd   129 2011-07-19   오후 3:38:39



130

EXHIBITION HALL

유럽자기박물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종합운동장  전화 032-661-0238

18세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럽 자기를 비롯하여 

크리스털(유리) 작품, 앤틱 가구로 구성된 전문 테마 박물관이

다. 현 박물관 관장인 복전영자 관장이 수십 년간 수집한 유럽 

자기를 부천시에 기증하면서 2003년에 개관했다. 유럽에서 최

초로 백색 자기를 개발한 독일의 마이센, 금채 장식이 화려한 

프랑스 세브르, 왕실의 기품이 스며 있는 영국 로열우스터 등의 

작품과 유럽 최고의 예술가들이 손으로 직접 그린 자기 액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더불어 박물관은 지속적인 해외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

험할 수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소장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열린박물관이다.

전시실 18~20세기까지 유럽 각국의 자기화병과 장식품, 디너서비스, 

자기액자 등의 작품과 앤티크 가구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독일 마이

센 작품으로 구성된 마이센 공간, 19세기 유럽 다이닝룸을 재현한 공

간 등이 있어 유럽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영상실 유럽 자기의 기원

과 명가들을 소개하며, 박물관의 소장품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갖추

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전반적인 유럽 자기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European Porcelain Museum

Gyeonggi Seobu

부천시

유럽자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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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세팅

마이센 방 다이닝룸

마이센 장식 인형‘사랑 이야기’  마이센 방에 전시되어 있는 장식 인형으로 세 쌍의 연인들이 

나무 아래에서 선물을 주고 받으며 애정을 확인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자기 인형

들은 당시 유행했던 사회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귀족들의 나들이 풍경, 귀족과 서민

들의 연애 풍습을 묘사한 인형 등 포즈나 표정에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NOTE

주요 소장품 유럽 자기, 유리(크리스털), 테이블 웨어 등 900여 점  개관 2003년 5월  관람시간 

10:00~18:00(3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공휴일 다음날  관람

료 어른 1,500원(단체 1,300원), 청소년 1,000원(단체 700원), 어린이 700원(단체 500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8 종합운동장  전화 032-661-0238  홈페이지 

www.bc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통: 부천역에서3번·8번·75번, 606번, 소사역에서 95번·60

번·56번, 중동신도시에서 23-5번 버스 이용 종합운동장 하차 승용차: 신월I.C 이용 서부 화물 트럭 터

미널과 작동 터널 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 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이용 GS백화점 지나 종합운동장 사

거리  주변명소 부천판타스틱 스튜디오, 아인스월 등, 한국만화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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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향토사료관

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골우물길49(고천동159)  전화 031-345-3666

의왕향토사료관은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하고 지역관련 문화재를 연구하여 의왕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

이고 시민들의 문화의식 향상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2007

년 5월 31일 개관하였다. 지역민을 비롯하여 지역과 관련 있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기증과 기탁을 유

도하고 있다. 또한 수집한 유물로 매년 기획전시를 열고 있으며 

지역 내 발굴출토 유물 등을 확보하여 향후 지속적인 전시를 기

획하고 있다. 수집한 유물 중 가치 있는 자료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여 번역·연구서의 발간을 통하여 지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왕향토사료관은 앞으로 유물의 수집·전시·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의왕지역의 문화

적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상설전시 의왕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 청동기 출토유물부터 근대 의왕의 모

습을 알 수 있는 고문서 등 다양하게 전시 기획전시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오

픈(7월 셋째주) - 기증, 기탁, 수집, 출토 유물 등을 다양하게 전시

Uiwang Historical Museum

Gyeonggi Seobu

의왕향토사료관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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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돌칼

간돌검

조선시대 연행(燕行) 이야기『연사록(燕槎錄)』조선시대에는 정기적으로 청나라 연경(현재의 

북경)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정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임금에게 보고하

였다. 조선에서 연경까지 가는 동안 보았던 새로운 모습과 만났던 인물들, 그리고 일상의 사

건들에 관하여 사실을 서술하고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 책은 1858년(철종9)의 

연행기록이다. 김직연이라는 인물이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1858년 10월 29일 도성을 출발하

여 연행을 다녀온 총98일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19세기 청나라의 모습을 조선인

의 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NOTE

주요소장품 청풍김씨, 수성최씨 등 종중 유물을 비롯 발굴출토 유물 총 1000여 점  개관 2007년 5월 

31일  관람시간 9:00∼18:00  휴관일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www.uwlib.or.kr/jungang/index.asp 으로 들어가서 도서관 소개 → 향토사료관 클릭  교통편 대

중교통 : 시내버스 부곡 ↔ 중앙도서관 / 부곡 : 부곡 → 고정동(중앙도서관) 하차 → 오전동 → 안양 1-2 

: 22:50분까지 운행 / 부곡 : 부곡 → 고정동(중앙도서관) 하차 → 내손동 → 인덕원 1-1 : 10:30분까지 

운행시내버스 : 내손.오전.안양 ↔ 중앙도서관 / 안양.오전 : 안양.오전 → 의왕시청 → 고정동(중앙도서

관) 하차 → 부곡 1-2 : 23:50분 운행 내손, 오전 : 내손.오전 → 의왕시청 → 고정동(중앙도서관) 하차 

→ 부곡 1-1 : 23:30분까지 운행마을버스 01번 (시간 : 08:30∼21:30 1시간 간격) ※ 일요일 운행 안

함 미주아파트 → 보건소(중앙도서관) → 우상고 → 왕곡동 → 보건소(중앙도서관) 02번 (시간 : 08:55

∼16:55까지 1시간 간격) 괴말 → 보건소(중앙도서관) → 우상고 → 오메기 → 보건소(중앙도서관)05번 

(시간 : 09:00∼18:00 보건소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함) 고천 → 인덕원 → 고천 → 보건소(중앙도서

관)  주변명소 철도박물관,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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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미술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80-9   전화 032-881-2753

아름다운 바닷가의 풍경과 어우러진 미술관은 안

산시 유일한 사립미술관으로써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기도 창

작센터와 매년 국제 요트경기가 열리는 전곡항의 중간에 위치

하고 있어 대부도 해양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문

화적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선 훌륭한 작가와 단체를 초대하여 기획전을 전시하며 

설립자인 정문규 선생의 60년 작품생활의 700여점의 작품을 

교체하며 선보이고 있으며 매월 한차례의 연주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에게 예술과 문화와의 거

리를 좁히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실은 2층의 제1전시실과 3층의 제2전시실로 나뉘어 있으며 제1전시실은 초

대전, 기획전등의 전시공간으로도 사용되며 제2전시실은 정문규 선생의 상설 

전시관으로 마련되어 연중 특별 전시기간 외에는 언제나 선생의 작품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Chung Mun Kyu Museum of mordern art

Gyeonggi Seobu

정문규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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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하는 장미

황색의 향연

2층의 1전시실과 1층에선 1, 2월의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 작은 규모의 소공연이나 

음악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경기도민들과 함께 가깝고 편하게 문화 예술을 

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NOTE

주요소장품 정문규 선생의 유화작품 700여 점  관람시간 11:00∼19: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2,000원, 초·중·고 단체 1,000원  홈페이지  www.fireadam.cafe24.com  교통편 대중교통 : 

오이역에서 123번 버스, 승용차 : 화성시청 방향으로 전곡항 근처, 시화방면으로  주변명소 전곡창, 경

기창작센터,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성인문화교실(작가와 함께하는 유화교실)

성인을 대상으로 실기 체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성인 일반대상과 미술 전공자

나 전업작가를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

로 하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도예체험, 조소체험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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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자연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84-1  전화 031-435-1009

창조론 중심의 자연사박물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여 종의 

움직이는 공룡과 골격 공룡, 초대형 해백합 화석을 비롯해 광

물, 어류, 패류, 나비곤충, 조류, 액침표본, 식물과 나무 등의 유

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사와 창조 과학의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전문 강사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은 본관을 중심으로 수목공간, 놀이터, 화석

발굴체험, 몽골 텐트, 나무화석공원, 야외 토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본관 공룡과 우주 등 창조론에 입각한 유물을 전시한다. 내부에는 멀티미디어관과 각종 생물 및 

동물에 관한 전시실이 있다. 화석 발굴 체험 직접 화석을 발굴해볼 수 있는 체험장이다. 몽골 텐트 

과거 몽골인들이 사용했던 텐트를 재현해 놓았다. 생태학습체험관 자연의 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Changjo Natural History Museum

Gyeonggi Seobu

창조자연사박물관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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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및 별자리 전시

해백합과 공룡랜드 체험 학습의 장  해백합은 성게나 불가사리 같은 극피동물의 초대형 화석으

로,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해백합은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20여 종의 공룡 모형도 세밀

하게 재현되어 있다. 공룡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모형을 통해 과거 지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접 블랙홀로 빠져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종유석 동굴을 지나면 멋진 화

석을 찾을 수도 있다.

무료 창조 과학 세미나 개인, 단체 모두 

들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창조과학에 대한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넷째 토요일에 마련된다.

창조 과학 캠프 현직 과학 선생님이나 

과학 관련 교수들을 초빙하여 세미나 

및 과학 실험 콘서트를 진행하는 프로

그램이다.

SPECIAL PROGRAM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화석, 공룡 모형, 조류, 곤충 표본 등  개관 2005년 3월  관람시간 10:00~17:00(화~토), 

13:00~17:00(일)  휴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 오전, 공휴일 다음날,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관람료 어

른 7,000원(단체 6,000원), 학생·어린이 6,000원(단체 5,000원), 3인 이상 가족 1인당 5,000원(패밀

리 요금), 시흥시민 2,000원 할인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84-1  전화 031-435-1009  홈페이지 

www.cjmuseum.net  교통편 대중교통: 인천행 지하철 소사역 하차 1번 버스 승차 신천동 한신APT 앞 

하차해 신천초등학교 방향 첫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 150m 직진 후 좌회전 승용차: 서울외곽순환도

로(일산 방면)에서 신천I.C 지나 부천 방향 700m 직진 까치주유소에서 우회전해 1km 직진 후 신천초

등학교 지나 200m 직진 시청방향 우회전 50m 직진 후 우회전  주변 명소 갯골생태공원, 옥구공원, 관

곡지 소래포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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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박물관

주소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  전화 031-461-3610

1899년 9월18일 노량진-제물포 간 첫 철도가 개

통된 이래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철도박물관은 이러한 철도의 역사와 소장품, 각종 사료를 보존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1981년 서울 용산에 있는 철도 고등

학교 철도기념관을 그 모태로 1988년 경기도 의왕시 철도교육단지 내에 신축 확장 이전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2000년부터는 민간 위탁을 시작해 더 많은 소장품과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층 전시실 중앙홀, 역사실, 차량실로 구성되어 있다. 2층 전시실 전기, 신호, 통신실과 시설 

보선실, 운수, 운전실, 미래철도실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전시장 증기기관차, 귀빈객차, 디젤

기관차, 수도권 전동열차 등을 전시한다. 현장에서 사용했던 차량들을 전시해 관람객이 직접

승차해볼 수 있다.

Railroad Museum

Gyeonggi Seobu

철도박물관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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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증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한국철도 어린이 기차 그리기 대회  미래 철도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림 대회

다. 매년 5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수상작은 시상과 함께 전시된다. 짚풀공예, 천

연 비누 만들어보기  천연 재료인 짚과 풀을 이용한 공예는 선조들이 자연에서 난 재료로 어

떻게 생활에 적용했는지 어린이들이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천연 비누 만들기는 관

람객이 만들고 싶은 모양과 재질의 비누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소장품 1881년의 

안부 문안편지인 <김기수 친필 간찰(簡

札)>이다. 김기수 선생은 1876년 2월 일

본에 수신사로 다녀와 집필한 <일동기

유>를 통해 기차를 처음 타본 소감을 서

술했다. 이로써 그는 우리나라에 처음으

로 철도를 소개했다.

NOTE

SPECIAL PROGRAM

귀빈 객차 열차 운전 체험실

주요 소장품 철도 관련 소장품 및 사료 5,000점  개관 1988년 1월 | 관람시간 09:00~18:00 (3월~ 10

월), 09: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기타 코레

일 사장이 정하는 날  관람료 성인 500원(단체 400원), 어린이·청소년 300원(단체 200원) 6세 이

하 65세 이상·장애인 무료(30인 이상 단체요금 적용), 철도회원 소지자 동반 1인에 한해 무료(시설 

이용료 별도)  주소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  전화 031-461-3610  홈페이지 cafe.naver.com/

korailmuseum  교통편 대중교통: 철도 의왕역(전 부곡역) 하차 도보 10분 승용차: 경부 및 영동고속도

로 이용 부곡I.C에서 부곡방면 우회전.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 고천사거리에서 의왕역, 철도박물관 안

내 표지판에서 300m  주변 명소 백운호수, 청계사, 청계산 등

경기서부-한글판.indd   139 2011-07-19   오후 3:39:06



140

EXHIBITION HALL

최용신기념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 56(본오3동 879-4)번지

전화 031-481-3040

2007년 11월 20일(화) 개관한 기념관은 선생의 얼

과 정신이 담긴 ‘샘골강습소’가 있던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 

56번지 상록수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656.46㎡의 2

층 건물로 1층에 전시실과 영상실이 2층에 사무실과 교육실이 

있다. 선생의 제자 홍석필 옹의 기탁금으로 설치된 전시실은 은

사를 향한 제자의 마음을 면면히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전시실 입구에는 샘골강습소가 디오라마로 재현되어 있다. 중요유물로는 최용신 선생의 건국훈장, 

상록수 초판본(1936년)이 있으며 당시의 국어교재, 성경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에 마련된 영상 검색

대에는 영상에세이, 생존제자의 인터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샘골강습소 최용신 선생께서 농촌계몽운동을 하던 샘골 강습소가 디오라마로 표현된 공간입

니다. 샘골 학원에는 교가, 배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검색 영상에세이와 생존 제자를 

통해 최용신 선생의 흔적을 담았습니다. 수업 풍경 최용신 선생 생존 당시의 국어교육 교재

와 성경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상록수 선생의 사상이 계승된 내용을 표현한 공간

입니다. 

Choi Yong-shin Memorial Museum

Gyeonggi Seobu

최용신기념관

안산시

경기서부-한글판.indd   140 2011-07-19   오후 3:39:08



141

INFORMATION

작은 전시회‘새로운 책, 옛 교과서’ 

안산 최용신 기념관에서는 2008년 3월 

이후‘새로운 책, 옛 교과서’작은 전시

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에는 광복 이

후 최초의 국어교과서와 일제시대 교과

서 등 교육 관련 소장유물 60점이 소

개되어 있다. 작은 전시는 최용신 선생

의 생애와 사상을 표상화 하는 ‘교육’

을 테마로 일제시대, 광복이후, 최용신 

선생의 교과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시대 도덕인 수신과목과 도덕, 조선

어독본과 국어, 국사 교과서가 비교 전

시되어 나라를 잃은 시대에 ‘샘골 강

습소’ 아이들이 받았던 교육을 직접 

느껴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전

시 유물 중에는 한국전쟁으로 유네스

코의 지원을 받은 기계로 인쇄한 교과

서가 있어 우리나라 교과서의 변천과정 

또한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최용신 선생관련 유물 200여 점  관람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추

석 연휴  관람료 무료  관람소요시간 약 1시간  교통편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주차안내 상록수 공원 내 주차장(무료)  주변명소 상록수 공원 내에 기념관, 최용신 묘소, 

샘골강습소 주춧돌, 선생이 심은 향나무, 심훈 문학비 등이 있음. 기념관 주변에 먹자골목 및 상록

수 역이 있음 

작은 전시 연계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산 최용신 기념관에서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명은‘샘

골강습소를 지어라!’는 제목의 가족단위 체험교육이다. 기념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최용신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수강

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강의실로 모인 수강자들은 PPT설명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개요를 이해

하고, 교육 맞춤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을 한 뒤, 2층 교육실에서 체험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의 진행은 박물관교육 

전문강사에게 의뢰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거주 어린이에게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신청

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1회 강좌 당 수강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NOTE

무궁화자수

유물6성경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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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충현박물관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1085-16  전화 02-898-0505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오리(梧里) 이원익(李元

翼, 1547∼1634)선생과 그 후손들의 유적ㆍ유물이 보전, 전시

되어 있는 곳이다. 선생은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손

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으며, ‘오리

정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물관이 있는 곳은 선생이 말년

을 보낸 곳으로 인조가 이원익 선생에게 하사한 관감당, 사당인 

오리영우, 종택 등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또한 선생이 거문고를 타던 탄금암, 400년 수령의 측백나무, 풍

욕대와 삼상대 등이 남아 있어 선비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박물관은 매년 상설전시를 비롯해 특별기획

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충현관 이원익 선생의 영정, 친필, 교서, 문집, 후손들이 남긴 고문서, 목가구, 

제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친필로 남긴 유서와 손자들에게 남긴 글을 통해 

엄격한 영의정이 아닌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자상한 면모도 함께 느낄 수 있

다. 외부전시물 관감당, 오리영우, 종택, 삼상대, 풍욕대 등이 배치되어 있다. 

Chunghyeon Museum

Gyeonggi Seobu

충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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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주요 소장품

오리 이원익 선생  전란 등으로 인해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선생은 공직에 올라 많은 업적

을 남겼다. 병졸의 입번 제도를 개선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하였고, 안주목사 시절에는 

뽕나무를 권장해‘이공상(李公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평안도도순

찰사로 평양 탈환에 공을 세웠고, 사도도체찰사로 군무를 총괄하여 왜란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호성공신으로 녹훈되었고, 완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청빈한 삶을 

살았으며 이를 높이 사서 인조로부터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사후에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

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청소년과 가족을 대

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SPECIAL PROGRAM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이원익 호성공신도상(보물 제1435호)을 비롯한 관련유물 1,800여 점  개관 2003년 10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월요일, 명절 | 관람료 성인 3,500원, 청소년 2,500원, 20인 이상 단

체·65세 이상 노인 20% 할인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1085-16  전화 02-898-0505  홈페이지 

www.chunghyeon.org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5627번 버스 이용 박

물관 입구 하차,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마을버스 1번·1-1번 버스 이용 공영주차장 하차. 지하철 7

호선 철산역 2번 출구에서 2, 17번 버스 이용 충현고교 하차,  승용차: 남부순환고속도로 이용 시흥대

로에서 소하 삼거리 방향  주변 명소 노온사 저수지, 철산동 지석묘, 영희원, 이순신 묘, 구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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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한국카메라박물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30  전화 02-502-4123

현대 산업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카메라와 사

진 분야가 국가 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진

에 관심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관하

였다. 사립 카메라 전문 박물관으로, 사진작가이자 사업가인 

김종세 관장이 설립하여 2002년 문화관광부에 등록해 자발적

으로 운영하다 서울세계박물관대회에 맞추어 2004년 정식으

로 문을 열었다. 2007년 현재의 자리인 과천으로 신축 이전 개

관하였다. 3,000점이 넘는 카메라와 6,000점 이상의 각종 렌즈, 그리고 유리원판 필름, 초기 환등기, 사진 

인화기, 각종 액세서리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 매년 특별전을 통해 소장품을 순

환 전시 중이다.

1층 특별전시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2층 상

설전시실 세계적인 카메라를 상설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Korea Camera Museum

Gyeonggi Seobu

한국카메라박물관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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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트로피칼 리플렉스

콘탁스Ⅱ라이플

라이카 IA 엘막스

라이터 카메라

특별전  현재 박물관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전시물은 소장품의 10퍼센트 수준이다. 미공개

된 소장품들은 매년 4~6회 특별전을 통해 순환전시된다. 특별전에는 기능별, 국가별, 종류별

로 구분하여 전시할 예정이며, 이때는 세계 카메라 발전사에 크게 기여한 명작, 역사적인 카

메라, 희귀품 등을 볼 수 있다.

NOTE

주요소장품 카메라, 렌즈, 액세서리 등 1만5,000여 점  개관 2004년 6월  관람시간 10:30~18:00(3

월~10월), 10:3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추석, 설날, 전시 준비 기간  관람료 성인 

4,000원(20인 이상 단체 3,000원), 만 65세 이상 3,000원(단체 2,000원), 청소년 3,000원(단체 2,000

원), 어린이 2,000원(단체 1,000원)  주소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30  전화 02-502-4123  홈페이지 

www.kcpm.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20m 승용차: 사당에서 관문 사거리 지나 

지하도, 고가도로 이용 대공원역 삼거리 도착 후 우측  주변 명소 과천향교, 보광사, 서울경마공원, 서

울대공원, 서울랜드, 연주암, 온온사, 이항복선생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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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KRA 마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경마공원 내  전화 02-509-1283

현재 말은 승마나 경마 등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

고 있지만 과거에는 물자의 운반과 교통, 통신에서 일익을 담당

했다.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던 수단으로 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처럼 말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다. 한국 마사회는 서울 올림픽 개막에 맞추어 마사박물관을 

개관하고 마문화 유물과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박물

관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과거를 올바로 세우고 오늘 우리시대

의 문명적 성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마 문화에 대

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여 마문화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마상 무예의 복원과 실연을 선보이고 있다. 체험 학

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문박물관이다.

전시실 말과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문헌을 전시하고 있다. 서예나 

민화 등 말을 주제로 한 고미술도 함께 만날 수 있다.

KRA Equine Museum

Gyeonggi Seobu

KRA 마사박물관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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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우리나라에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약 1,200백만 년 전 우리나라에 말이 처음 나타

났을 때는 몸집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먹이가 풍족했으나 겨울에는 

마른 풀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 몸집이 점차적으로 작아졌다. <삼국지위지동이전>의 부

여 관련 부분을 보면 명마와 함께 화살과 검을 쓰던 기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고구려에는 작은 말이 있었는데, 말이 작아 사람이 타고도 과일 나무 아래를 지난다고 해

서 과하마(果下馬)라고 불렀다. 진한에서도 소와 말을 타고 이동했다고 하니 삼국이 성립

되기 전 청동기시대부터 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NOTE

전시실 내부

주요소장품 마문화사와 경마사 관련1,500여 점  개관 1988년 9월  관람시간 09:00∼18:00(3월~10

월), 09:00~17:00(11월~2월)  휴관 무휴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경마공원 내  

전화 02-509-1283  홈페이지 company.kra.co.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하차 

승용차: 지하철 사당역 사거리에서 고가도로 이용 과천 방향 직진  주변명소 과천향교, 보광사, 서울경

마공원, 서울대공원, 연주암, 온온사, 이항복선생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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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부천영상단지 내에 있는 SBS 드라마 ‘야인시대’ 오픈 세

트장. 풍운아 김두한의 일대기를 보여주기 위해 해방 전

후의 종로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뮤지엄만화규장각 (p. 104)

TEL. 032-286-2582  fantasticstudio.or.kr

판타스틱 스튜디오

연의 최초 재배지인 관곡지와 나란히 있는 대규모의 연꽃 

단지. 7월부터 백련, 향백련, 홍련 등의 다양한 연꽃과 시

옥스, 마담코네 등 50여종의 수련이 피어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TEL. 031-310-2571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은 소래염전 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곳. 생태

공원을 돌아보며 갯물 주변에서 자라는 동식물을 공부하

는 ‘갯물해안학습교실’이 아이들에게 인기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창조자연사박물관 (p. 136)

TEL. 031-310-3951  siheung.go.kr

갯골생태공원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 주변에 조성된 예술 공원이

다. 국내외 유명 작가 52명의 작품을 설치하면서 예술 공

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안양역사관 (p. 128)

TEL. 031-389-5550~2

안양예술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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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

던 당 숲.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 온 숲으로 

100∼200년 된 고목나무가 역사를 말해준다. 단풍철이 

가장 아름답다. 

TEL. 031-390-0663

닥고개 당 숲

우담바라 꽃으로 유명한 사찰. 청계사 극락보전에 보존된 

부처 중 관세음보살의 왼쪽 눈썹 가에 우담바라 21송이

가 피어났다. 우담바라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상상 속

의 꽃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철도박물관 (p. 138) 

TEL. 031-426-2221  chungkeisa.com

청계사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 누리천문대에서

는 땅세상과 다른 ‘별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천문대, 

천문우주체험관, 4D입체상영관, 플라네타리움 등 아이들

에게 꿈을 선사할 알찬 시설들이 있다.

TEL. 031-501-7100  gunpolib.or.kr/nuri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의 오염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갈

대 등 수생식물을 조림해서 만든 대규모 인공 습지이다. 

나무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안산어촌민속전시관 (p. 124)

TEL. 031-400-1400  sihwa.kowaco.or.kr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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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높이 650m의 다소 등산로가 가파른 산. 정상능선에 오르

면 반짝거리는 억새 군락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정상에 

서면 또한 길게 뻗은 남한강,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TEL. 031-790-6341

검단산

신들이 모여서 도와 덕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고 하여 ‘도

덕산’이라 불린다. 주 등산로는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

쪽에서 출발하여 하안1동 배수펌프장까지 1.5km, 1시간 

정도 소요된다. 

TEL. 02-2680-2339 

도덕산

빽빽하게 세워진 파라솔 사이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 시장이다. 약장수, 엿장수 등이 스피커를 통해서 흘

러내는 소리들이 옛 시골 장터의 향수를 자극한다. 

TEL. 031-721-9905

모란민속시장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옮겨와 상처를 치료해서 건강한 

나무로 되살리고 있다. 소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5,000

여 그루의 나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TEL. 031-790-6413

하남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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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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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포도축제

장소 안산시 대부도 일대｜문의 031-481-2317

파주 헤이리 페스티벌 

장소 파주시 헤이리 야외무대 및 실내외｜문의 031-948-9831

의왕 백운예술제

장소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문의 031-345-2069

안산 단원미술제

장소 안산시 단원 전시관｜문의 031-413-5566

성남 문화예술제

장소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대｜문의 031-729-4806 / 2982

파주 개성인삼축제 

장소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광장｜문의 031-940-4904

성남 탄천페스티벌

장소 성남아트센터｜문의 031-783-8000 / 031-729-2972

부천 국제만화축제

장소 복사골문화센터｜문의 032-329-2787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영화 마니아뿐만 아닌 시민들에게 개성 강한 작품들로 인정받은 영화제. 

장소 부천시 원미구 복사골문화센터｜문의 032-345-6313∼4

과천 야간경마축제

장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문의 1566-3333

안산 성호문화제/국제 거리극축제

장소 안산시 일원｜문의 031-481-4022

광명 오리문화제

장소 광명시 오리 유원익 유적지｜문의 02-2680-20633

의왕 어린이 축제

장소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문의 031-345-2069

     5 M
ay  

   7 July
   8 August

   9 Septem
ber

   1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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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수원,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의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다. 용인 한 곳만 찾아도 10여 곳의 박물관 및 전

시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곳을 중심으로 대학교 부설박물관을 비롯해 여러 가지 테마 박물관, 미술관이 포진해 있

다. 우리의 전통 효 문화, 기독교 문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유기 문화를 필두로 우리 지도의 변천사를 만

날 수 있는 박물관 등 역사와 예술이 함께하는 테마 박물관들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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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박물관·미술관

경기 남부

용주사 효행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백남준 아트센터

지도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한국미술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마가미술관

삼성화재교통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ICAM 이영미술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용인대학교

박물관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지도박물관

단국대학교

경기대학교박물관

수원박물관수원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토지주택박물관

신구대학박물관

성남시

신구대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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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박물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031-249-8901

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031-288-5400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031-201-2011~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02-8005-2389

둥지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1-2, 2-1

  031-333-6789

마가미술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263

 031-334-0365

명지대학교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38-2

 031-330-6074

백남준 아트센터｜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85번지

 031-201-8500

삼성화재교통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92

  031-320-9900

세중옛돌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03-11

  031-321-7001

수원대학교박물관｜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031-220-2341

수원박물관｜경기도 수원시 포은대로 265(이의동 1088-10)

  031-228-4150

수원화성박물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포은대로 21

  031-228-4242

신구대학박물관｜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031-740-1258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 43 

 031-339-1234

아모레퍼시픽미술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아모래퍼시픽 기술연구원   031-285-7215

안성맞춤박물관｜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 57 

  031-676-4352

용인대학교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

  031-8020-3001~2

용인문화유적전시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2번지

  031-324-4796

용주사 효행박물관｜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031-234-0040

지도박물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   031-210-2667

토지주택박물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031-738-8294

한국등잔박물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58-9 

 031-334-0797

한국미술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73-1, 2

  031-283-6418

한신대학교박물관｜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031-379-0195

호암미술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031-320-1801

ICAM 이영미술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 

  031-213-8223

백남준 아트센터

한국등잔박물관

한국미술관

마가미술관

삼성화재교통박물관

호암미술관

세중옛돌박물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명지대학교박물관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둥지박물관

용인시

서운산

칠장산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문화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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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경기대학교박물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전화 031-249-8901

경기대학교 박물관은 1983년 10월 27일에 개관

하여 2005년 12월에 단독 건물로 이전해 2006년 6월 1일 재

개관했다. 소장품으로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에서 수집한 다양한 농기구와 500여 점에 이르는 민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의 옥공예 작품과 문화 유적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을 소장 전시

하고 있다. 전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학술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경 민속 조사와 문화 재발굴 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약 30여 권의 학술지를 발간했다.

1층 홍보실 경기대학교의 6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1층 기획전시실 박물관 자체 

기획전이 열리며, 학생들의 수준 높은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하고 있다. 1층 옥공예

실 경기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의 작품을 전시

한다. 2층 민화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교체 전시를 하고 

있다. 3층 농경 민속 전시실 박물관의 모체인 농경 전문 전시실이다.

Kyonggi University Museum 

Gyeonggi Nambu

경기대학교박물관

수원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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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경기대학교 박물관에서 재미있게 놀자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색

칠놀이를 통해 유물에 대한 친근함을 길러준다.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민화, 농경 민속품 등 유물  개관 1983년 10월  관람시간 10:00∼17:00(학기중), 10:00∼

15:00(방학 중)  휴관 주말, 공휴일, 개교기념일(11월 8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

의동 산 94-6  전화 031-249-8901  홈페이지 museum.kyonggi.ac.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2, 4

호선 사당역 7000번·777번·1550-3번, 2호선 잠실역 1007번, 1007-1번, 1115-1번, 1115-5번, 2

호선 강남역 버스 3001번, 3007번·1550번 버스, 5호선 광화문역 5500번, 5500-2번, 3호선 압구정

역 6800번 버스 이용 경기대학교 하차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이용 신갈I.C에서 인천·안산 방면 동수

원 톨게이트와 동수원 I.C 지나 경기대 도착  주변 명소 화성, 효원공원, 광교산, 수원노송지대, 원천 유

원지, 팔달 공원 온수골 온천 등

주요 소장품

경기남부-한글판.indd   157 2011-07-19   오후 3:44:17



158

EXHIBITION HALL

경기도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전화 031-288-5400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개관하게 되었다. 조사 수집, 도내 유적 발굴, 소장품 관리, 사

회 교육 추진, 전통 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행사 등의 주요 활동

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세계화에 따른 

문화 교류협력사업이나 시의성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문화 탐방을 위한 박물관 대학,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대회, 문화 영화 상영 등

은 경기도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박물관을 유아에서 일반 관람객까지 다

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자연사실 지구탄생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심도있게

살핀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는 공간이다. 고고미술실 우리 선조들의 미학과 풍

류를 알 수 있도록 유물과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문헌자료실 문자로 남겨진 과거의 생활

상을 볼 수 있다. 민속생활실 선조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의식주에 관한 다양한 유물을 통해 

알아본다. 서화실 각종 서간과 병풍, 화조도, 매화도첩 등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볼 

수 있다. 기증유물실 기증받은 고미술품과 희귀한 문헌을 전시하고 있다.

Gyeonggi Provincial Museum 

Gyeonggi Nambu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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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국보급서적과보물서화, 6종의 경기도유형문화재, 각종회화, 유물, 공예, 도자기, 전적 등 

총 3,500여 점의 유물과 연구 도서 4,000여 권  개관 1996년 6월  관람시간 09:00~18:00(토·공휴

일·특별 전시회 기간에는 1시간 연장)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관람료 25세~64세 700원(단체 550

원), 19~24세 300원(단체 250원), 18세 이하·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20인 이상 단체관람시 예

약)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전화 031-288-5400  홈페이지 www.musenet.or.kr  교통

편 대중교통: 강남역(양재 경유) 1560번·5001-1번, 잠실역 1116번, 여의도(사당 경유) 7007-1번, 광

화문(분당 경유) 5500-1번, 논현역 9404번 버스 이용 경기도박물관 앞 하차 승용차: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이용 수원I.C 옆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 방향 도보 10분  주변 

명소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캐리비안베이,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공세리 오층석

탑,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등

NOTE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경기도박물관은 소장품이나 전시도 좋지만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우리 문화 배우기, 문화재 그림 그리기, 역

사 탐험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를 위해서는 체험 답사, 박물관 여행, 문화 영화, 공

연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성인들은 뮤지엄 아카데미, 교원 문화 연수, 주부를 위한 프로

그램, 주한외국인을 위한 우리 문화 체험까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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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전화 031-201-2011∼4

경희대학교 김혜정 교수가 기증한 고지도 및 문

헌자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이다. 16세

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와 지도 

첩등을 비롯해 고지도 관련 사료와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우

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연구하

는 학술기관으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과 학생들도 즐겁게 관

람할 수 있다. <아! 동해, 그 이름을 찾아서>,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도>, <찾아라! 우리 땅, 우리 역사>,    

<아! 대한민국 COREA> 등의 기획전시를 선보였으며 어린이와 일반인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제1전시실 고지도에 대한 개념, 고지도를 보는 방법, 지도 제작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

2전시실 우리나라의 고지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제3전시실 동해의 정당한 명칭 및 역사 속에서 왜곡되어 가는 영토영해 표기의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시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북방 영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지도 및 도서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체험전시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

된 다양한 체험물이 마련되어 있다.

Kyung 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Gyeonggi Nambu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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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내부

박물관 역사 문화 교실 프로그램 주기별

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지도를 경

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서양 고지도, 지도 첩, 고서적, 고서화, 민속 유물 수만여 점을 소장 중이며 그 중 200여 

점전시 중  개관 월∼금요일  관람시간 10:00∼16:00  휴관 매주 토·일요일, 개교기념일, 법정공휴

일  관람료 무료(박물관에서 무료 주차권 배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경희대학교 중

앙도서관 4층  전화 031-201-2011~4  홈페이지 oldmaps.khu.ac.kr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역 5100

번·1550-1, 잠실역 1112번, 여의도 7007-1번, 광화문 5500-1번, 사당역 7000번, 구로공단역 900

번, 성남(분당) 미금역 7번·7-2번, 상대원 116-3번 버스 이용 경희대학교 내 하차, 승용차: 양재 I.C에

서 판교 지나 신갈분기점 직진, 수원나들목 신호등에서 좌회전 3km  주변 명소 경희대 천문대, 심곡서

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

트센터 등

NOTE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나라는 1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고지도에 나

타났다. 초창기에는 일정한 형태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길쭉한 반도로 그려

지거나 역삼각형의 섬, 혹은 동그란 섬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부정확하던 모습이 자

리를 잡은 것은 18세기 초부터다. 어느 나라가 세계의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는 

‘Korea’ 혹은 ‘Corea’라는 여러 가지 지명으로 표시되었다.
우리나라가 CORE로 표기
된 당빌의 1937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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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전화 02-8005-2389

단국대학교 박물관은 1967년 11월 3일 개교 20

주년 기념일을 맞아 ‘단국대학교 부속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이후 한국복식사 분야의 개척자이며 민속학계의 권위자인 고

(故) 난사 석주선(蘭斯 石宙善) 박사께서 일생을 통해 연구하고 

수집한 전통복식 및 민속 유물 3,365점을 기증받아 1981년 5

월 2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석주선기

념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민속ㆍ복식 분야의 유물을 소장하고 

전시ㆍ연구하는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과 고고ㆍ미술 분야의 

유물을 소장하고 연구ㆍ전시하는 ‘중앙박물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1999년 3월 양 박물관이 ‘석주

선기념박물관(石宙善紀念博物館)'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전시실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 

평소에는 민속품과 조선시대 가구류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시가 열

리는 특별전 기간에는 특별전의 주제에 맞추어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제3전시실 

17세기 광해군비 중궁 유씨의 당의와 순조의 3녀 덕온공주의 복식과 생활유품, 흥

선대원군의 단령, 국가지정 중요민속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4전시실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출토복식을 주제로 하여 유물 일부와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다.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Gyeonggi Nambu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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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고고·미술 분야와 민속·복식 분야 유물  관람시간  매주 화, 목요일 10:00∼16:00  휴관

일  국경일과 공휴일, 본교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및 그 밖에 본 박물관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 휴

관한다.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dankook.ac.kr  교통편 대중교통 : 버스 - 9001, 8100, 8101, 

102, 1005-1, 1005-2, 1500-3, 지하철 - 분당선 죽전역 3번 출구 하차하여 학교 무료셔틀버스 이용 

주변명소 등잔박물관, 세중옛돌박물관, 경기도박물관, 호암미술관, 와우정사, 농촌 테마파크, 왕산리 

고인돌, 보정동 카페거리

NOTE

고 석주선박사 흉상 전통 한국복식사 분야의 개척자이며 민속학계의 권위자인 고(故) 난사 석

주선(蘭斯 石宙善)박사께서 일생을 통해 연구하고 수집한 전통복식 및 민속 유물 3,365점을 

기증받아 1981년 5월 2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을 개관하였다. 1999년 3월 독립적으로 운영

되던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과 중앙박물관이 ‘석주선기념박물관(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8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남동 캠퍼스시대를 마

감하고 용인의 죽전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매년 출토복식관련 학술회와 특별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현재까지 29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후기앵삼

사람얼굴기와

청연군주 당의-복식

안중근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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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1-2, 2-1  전화 031-333-6789

둥지박물관은 도심지의 ‘보여주기식, 빨리보기식’

관람 문화를 지양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쉬면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이다. 미술서예관, 생활사전시관, 만화전시관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세대가 경험했던 문화를 

지금 세대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공간을 배치했다. 부모의 자녀교육을 유도하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라는 부모 큐레이터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모 교육과 가족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박물

관이다.

생활사전시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 물품 5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손때 묻은 

생활 소품, 모양과 사용 용도가 다양했던 옛 전화기, 점차 사라져가는 VCR, 흑백 TV 등 다양

한 우리네 생활 소품이 가득하며, 세계 각국의 술병도 전시한다.  만화전시관 우리 만화의 변

천사, 테마로 본 만화, 세계 각국의 만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서예관 둥지박물관의 모

태가 된 공간으로 이사장이 3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서예, 미술작품을 특별전 형태로 전시하

고 있다.

Dungji Museum 

Gyeonggi Nambu

둥지박물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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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시관

오디오관만화전시관

주요 소장품 근대와 현대에 쓰였던 생활 용품, 우리나라 만화, 미술 서예 작품 등  개관 2002년 2월  관

람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월·화요일  관람료 성인 2,000원(단체 1,000원) 청소년 1,500원(단

체 700원) 아동 1,000원(단체 500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1-2  전화 031-333-

6789  홈페이지 www.dungji.or.kr  교통편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이용,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 방향으

로 나와 양지I.C 지나 지방국도 17번을 타고 진천 방향 직진, 용인축구센터 표지판을 따라 계속 직진, 

좌측으로 청룡마을이 나올 때까지 직진하다 청룡교를 건너 표지판 확인 후 이동  주변명소 경희천문

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등

NOTE

아빠, 엄마가 선생님  둥지박물관의 모든 전시관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다소 생소한 시절의 

모습을 보여 준다. 가족 간의 대화와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부모세대가 삶의 

애환과 추억을 실제 물건과 책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점이 본 박물관의 장점

이다. 기회가 된다면 엄마, 아빠가 큐레이터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관람하는 기회

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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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미술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263  전화 031-334-0365

섬유 미술가 겸 판화가인 송번수 선생이 설립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개인 스튜디오로 사용되다 1998년 

본격적인 섬유 미술 및 판화 전문 미술관으로 증축했다. 지금은 

용인과 분당을 아우르는 대중 문화 시설로 지역 예술활동을 후

원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회는 상설전과 기획전으로 나뉜다. 상설전에서는 마

가미술관 소장품 리스트 중에서 태피스트리와 판화 작품을 전시하며, 매년 1~2회 열리는 기획전에서는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 미술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한다.

스튜디오 판화 및 다양한 조형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과 태피스

트리실로 나누어져 있다. 실내전시장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나뉜

다. 보통 때는 상설전이 진행되며 1년에 1~2회 기획전이 열린다. 야

외전시장 잔디 야외 전시장으로 조각이나 설치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Museum of Maga 

Gyeonggi Nambu

마가미술관

용인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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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작가전

전시실 내부

전시실 내부

주요 소장품 태피스트리 및 판화 작품  개관 1998년 9월  관람시간 11:00~17:30(3월~10월) 

11: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화요일  관람료 성인 3,000원(단체 2,000원) 20세-14세 

2,000원(단체 1,000원), 13세 이하 1,500원(1,000원), 장애인 및 65세 이상 무료(10인 이상 단체 관

람시 예약)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263  전화 031-334-0365  홈페이지 www.

magamuseum.co.kr  교통편 대중교통: 사당역 1500-2번, 잠실역 119번, 양재역 1500번, 보정역 

57-1번 버스 이용 동림리 하차 후 다리 건너 도보로 20분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판교 진입 후 직진 

4km 태제고개 넘어 우포터널 지나 좌회전 광주방향 2km 지점에서 동림리 입구 우측으로 다리 건너 

1.4km 직진  주변 명소 경희천문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정몽주 선생 묘, 모현낚

시터, 정광산 노고봉, 문수산 등

NOTE

태피스트리  실로 짜서 원하는 이미지나 주제를 표현하는 미술 장르다. 이 분야는 오랜 전통

을 지닌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거의 불모의 영역이다. 마가미술관 소장품 중에는 태피스

트리가 많은데, 2001년 헝가리 문화 유산부가 주최한 국제 태피스트리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작품을 비롯해 본고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 많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분야

이므로 이곳을 찾는다면 꼭 들러 관람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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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38-2  전화 031-330-6074

우리나라 역사, 문화, 예술, 민속, 고고학, 미술사, 

생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전시 보관하는 

종합박물관이다. 박물관은 1979년 3월 명지학원 설립자인 유

상근 학장이 기증한 가전소장품 100여 점을 바탕으로 개관했

다. 민족문화의 인식과 계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꾸준히 전시를 가지고 있으며 학술조사 활동과 문화 재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고 박용규 목사가 수집했던 한국 교회사 관련사료를 기증받기도 했다.

명지 문화 유산 답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 유산을 답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 예술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주제를 정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부터 

중국 심양, 단동에 있는 고구려 유물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선보였다.

Myongji University Museum 

명지대학교박물관

Gyeonggi Nambu

명지대학교박물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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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  개관 1979년 3월  관람시간 10:00~16:00(학

기 중), 10:00~14:00(방학 중)  휴관 매주 토·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임시휴관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38-2  전화 031-330-6074  홈페이지 museum.mju.ac.kr  교통편 대중

교통: 강남역·양재역 5001번·5001-1번·5002번, 광화문·서울역 5005번, 강변역·잠실역 5600

번·5800번, 수원역 6000번, 미금역 670번·820번 버스 이용 명지대학교 하차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서 한국민속촌 방향 명지대학교 표지판 따라 이동  주변 명소 경희천문대, 심곡서원, 와우정

사, 처인성지,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채제공 선생뇌문비, 부아산 등

김정희 서간 좌항출토청자매병

김정희 서간

김정희 서간

NOTE

백자 제기류  박물관에 전시 중인 오이도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빗살무늬도기와 용인지역에

서 발굴된 백자제기류가 인상적이다. 지역사회의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상들

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명지 문화 유

산 답사단을 운영 중인데, 지금은 재학생이나 학교 관련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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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85번지   전화 031-201-8500

백남준은 조형 예술이 아니라 미학과 음악에 조예

가 있던 백남준은 전자 음악과 해프닝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출구를 발견하였고, 거대한 전파력과 통신망을 지닌 TV 매체와

비디오를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폭발, 만다라적 

텔레비주얼의 공간, 그리고 이질적인 분야 간의 통섭이 이뤄지

는 대중 참여 공간으로 인식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그의 정신

적 유산을 이어받아 근대적 시공간 개념과 물리적 관념에서 이탈하여 미디어 시대 정보와 소통에 대한 새

로운 매체 창조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미학적 윤리적 정치적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 참여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다.

다목적실 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다목적실은 약 90석의 공간으로 교육 프로그

램 진행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비디오 상영 등을 개최 교육실 세대

와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인문과 예술이 만나는 학술 강연 개최 카

페테리아 차와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음료와 책이 어우러지는공간 아트숍 관람자

들을 위해 전시 관련 도서 및 기념품, 국내외 아트포스터, 생활공예품 등 다양한 

문화 상품 판매

Nam June Paik Art Center

백남준 아트센터

Gyeonggi Nambu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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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백남준 선생 작품 60여 점  개관 2008년 10월 관람시간 매일 10:00∼22:00, 입장 마감

20:30  휴관일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관람료 초등학생 3,000원 (단체 2,000원) 중고등학생 5,000원 

(단체 3,000원) 일반 7,000원 (단체 5,000원) 일반은 대학생을 포함하여 19세 이상 성인을 의미함, 단

체는 20명부터, 용인시민은 50% 할인  홈페이지 www.njpartcenter.kr  관람소요시간 약 2시간 안팎    

교통편 대중교통 : 신갈방향 좌석버스 신갈오거리 정류장 하차 민속촌 방향 도보로 10분 거리, 승용차 

수원 IC 옆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 방향 도보로 10분 거리, 경기도박물관 옆, 신갈고등학교 정문 맞은

편  주차안내 무료 , 백남준아트센터 상설 주차장 63대,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 107대

로봇 K-456 달은 가장 오래된 TV다

TV물고기

삼원소

백남준과 함께 춤춰요(NOW MOVE)

현대무용가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현대미술 

대상:  미취학 어린이와 보호자(5~7세, 매회 

15명 참여)

일시:  11. 29 부터, 매주 토요일 (5주동안), 

오전 10:00-12:00

장소: 백남준 아트센터 2층

        (Station 2 전시실)

SPECIAL PROGRAM

NOTE

중고등학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에듀케이터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한 후 50분간 아티스트와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참여하고 신나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예술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고등학생들이 현대미술작품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좁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학급

별로 참여 가능. 12월~1월 동안 교사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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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문 박물관으로 교통 수단의 역사와 과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다. 역사적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 발달사 관련 전시품들을 자동차의 탄생

에서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 배치했다. 대부분 국

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희귀한 전시품들로 유명하다. 박물관은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존하여 소장품 출시 당시의 외관과 기능을 간직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이

드 투어와 어린이 교통 안전 체험 교육장인 삼성화재 교통나라도 운영하고 있다.

1층 전시장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동차를 볼 수 있다. 2

층 전시장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대회를 소개하고 각 대회 참가 차량

을 전시한다. 야외전시실 백남준의‘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비행기 등을 모아놓았다.

Gyeonggi Nambu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92  전화 031-320-9900

Samsung Transportation Museum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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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자동차

자동차 체험나라

박물관 교육 자동차 역사, 디자인, 기술,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어린이, 가족 대상 프로그램 전시품을 소

재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애니카 교통 

나라에서 실시되는 교통 안전 교육 프

로그램,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프로그

램 등을 운영한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세계 각지의 자동차 등  개관 1998년 5월  관람시간 10:00~18:00(입장은 오후 5시까

지)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관람료 성인 4,000원(단체 3,000원), 18세 이하 3,000원(단체 

2,000원), 만 3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 개인 관람객 무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292  전화번호 031-320-9900  홈페이지 www.stm.or.kr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역(양재 경유) 5002

번, 천호동 1113번, 교대역 1500번, 사당역 1500-2번, 수원역 6000번·66번·10-5번, 수원 만석공

원 66-1번·66-3번, 미금역 67번 버스 이용 용인 에버랜드에서 하차해 정문 매표소에서 무료 셔틀버

스 이용(10시부터 16시까지 운행)  주변 명소 경희천문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학

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향수산, 정윤복·정호선 묘 및 신도비 등

NOTE

세계의 자동차 경주  박물관에는 포뮬러1, 인디500, 르망24, 랠리, 밀레 밀리아 등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F1의 경우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최고로 평가받는 대회다. 매년 6월 오후 4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같은 시간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르망24도 빼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대회다. 박물관에서는 직

접 갈 수 없는 자동차 팬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기운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각 대회 주요 자동

차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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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옛돌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03-11  전화 031-321-7001

우리 옛돌 조각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용

인시의 울창한 숲을 등에 두고 박물관뿐 아니라 숲 곳곳에 돌 

조각을 배치해놓았다. 13개 야외 전시관과 1개의 실내 전시관

으로 구성되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옛돌

조각의 실물 전시를 통해 역사체험의 장도 되고 있다. 주요 소

장품으로는 왕릉과 사대부가의 묘에서 망자의 혼을 지키고 위

로하던 문인석과 석수,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 벅수, 솟대 등이 

있으며 망부석이나 동자석, 돌하르방, 효자석, 석탑, 석등 등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돌 조각이 

대부분이다. 소장전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전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1전시관 장승관 솟대, 나무 장승 전시 제2전시관 벅수1관 벅수 전시관  제3전시관 사대부

묘관사대부묘 복원 전시관 제4전시관 석인관 석인 전시관  제5전시관 지방관 문인석, 무인석, 

벅수, 동자승 전시관 제6전시관 제주도관 제주도 전통 문화 전시관 제7전시관 석수관 석양, 

석마, 석호 전시관 제8전시관 생활유물관 일상 생활 전시관 제9전시관 동자관 동자석 전시관 

제10전시관 민속관 민속 신앙 전시관 제11전시관 벅수 2관 벅수 전시관 제12전시관 불교관 

불교 유물 전시관 제13전시관 실내전시관 시대별 유물 전시관 제14전시관 특별전시관 유출 

문화재 특별 전시관

Sejung Old Stone Museum

Gyeonggi Nambu

세중옛돌박물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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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품 문인석, 무인석, 석수, 장승, 불교 유물, 생활 용품 등 1만 점  개관 2000년 7월  관람시간 

09:00~18:00(3월~10월), 09:00~17:00(11월~2월)  휴관 무휴  관람료 66세 이상 2,000원(단체 1,000

원), 어른(20세~64세) 5,000원(3,000원), 청소년(13세~19세) 3,000원(단체 2,000원), 어린이(12세 이

하) 2,000원(단체 1,000원) 30인 이상 단체 요금 적용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03-

11 | 전화 031-321-7001  홈페이지 www.stsmuseum.co.kr  교통편 대중교통: 남부터미널 경남여객, 

경부시외버스터미널 수원직행(여주·이천행), 모란시장 성남분당행 810번·820번 버스 이용(박물관 

버스: 용인터미널에서 07:30, 09:00, 10:20, 13:00, 14:40, 16:30, 18:30 출발)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에서 양지I.C 지나 고가도로에서 우회전해 양지사거리가 나오면 아시아나 골프장 방향 직진  주변 명

소 심곡서원, 처인성지,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유복립 정려각, 양지향교, 

양지리조트, 한터조랑말농장 등

문인석, 석등 등이 있는 전시관

NOTE

장승  장승들이 보여주는 공통적 이상과 본질은 민속 문화에 실린 생명의 힘, 형상 조각의 형식에 나타낸 파격미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승의 미학은 그것이 조형의 원리에 의하여 제작된 예술의 창작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 노동, 그리고 

예술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아니 혼연일체로 어울리는 상태에서 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구해진다. 그러므로 장승

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민중이 마을 공동체 삶에서 풋풋한 생활 감정을 조형적으로 표출해낸 예술이었음을 확인하

게 된다. 그러므로 미의식은 석인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돌조각의 뚜렷한 전통을 일구어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

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돌장승들이 조선 후기에 주로 제작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봉건 사회 해체기의민중들이

바라던시대정신을읽게해준다. 이태호, <돌장승에새겨진한국인의이미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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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박물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전화 031-220-2341

박물관은 수원대학교가 개교할 당시부터 소규모 

전시를 개최해오다 1987년 정식 개관했다. 현재 전시실은 4개

로 토기, 자기류, 간찰류, 민속생활용품이 3개 전시실에, 교사

사료실이 1개 전시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 지역의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향토 문화를 중점적으로 발굴 수집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수원대학교에서 유적, 유물과 관련된 강의를 할 경우 박물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각종 조사 활동도 지속

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박물관 주관 강연회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관련자료를 일반인과 전문

가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전시실 선사유물, 토기류, 자기류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돌도끼, 

돌화살촉 등 석기류 70여 점, 십이지간문 동경, 청동병 등의 청동기류, 철기류, 토기류, 자기

류, 화폐류, 동고 이준경 선생의 유품이 있다. 제2전시실 간찰류와 서화류를 전시하고 있다. 

고서 360권과 김정희 선생의 서예 작품을 비롯해 최익현, 이익, 정약용, 송시열 선생의 고문

서도 볼 수 있다. 제3전시실 조선시대 만인산, 탁본, 장신구류, 등화구류, 문화구류, 농기구류 

등 생활용품 200여 점과 박제류 3점이 전시되어 있다. 교사사료실 수원대학교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교사 자료와 자매결연학교 관련 자료를 전시 중이다.

The University of Suwon Museum

Gyeonggi Nambu

수원대학교박물관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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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생활 유물과 문헌  개관 1987년 9월  관람시간 

10:00~16:00  휴관 매주 토·일요일·공휴일 및 학교 휴무일  관람료 무료  관람 대상 수원대학교 교

직원이나 재학생, 관람승인을 받은 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산 2-2 수원대학교 중앙도

서관 5층  전화 031-220-2341  홈페이지 www.suwon.ac.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수원역 

200m, 잠실주공5단지 1009번, 수원역 24번·24-1번·46번·46-1번, 수원고속버스터미널 34번, 분

당 오리역 700-2번, 분당 서현역 720-2번 버스 이용 수원대학교 하차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

서 터미널 사거리 지나 융건릉 옆 지나 도착. 1번 국도 북수원I.C에서 봉담I.C 좌회전 수영사거리 지나 

축산시험장 옆. 의왕·과천고속도로 이용 사당동에서 봉담I.C 지나 남수원 방향으로 가다 축산시험장

옆  주변 명소 궁평마을, 남양성지, 용주사, 입파도, 제부도, 화성공룡알화석지, 화성국화마을 등

생활의 발견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면 

제3전시실로 향해보라. 의복, 장신구, 가구, 등잔, 신발, 약장 등 생활용품과 베틀, 쟁기 등 각

종 생산용구, 기타 여러 가지 민속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토기에서부터 고려시대

의 청자류,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류, 청동기류 등도 놓치면 아쉬운 전시 유물이다.

전시실 내부

경기문화재대학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재 전반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연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 공유를 위한 경기 문화제 아카이

브 구축에 즈음하여 경기문화재대학을 

운영한다. 수업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

재를 술, 공예, 놀이, 음악 네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며 2년동안 4학기에 걸쳐

진행된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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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수원박물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포은대로 265 (이의동 1088-10)  

전화 031-228-4150

수원박물관은 110만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과 교

육 기회의 공간을 제공,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관광 

인프라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 구현에 이바지하

고자 한다.

수원 역사 전시실 과거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눈

부시게 발전하는 역동적인 수원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서예사 전시실 우리나라의 서예

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대별 중요 서예

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Suwon Museum 

Gyeonggi Nambu

수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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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주요 소장품  박유명(朴惟明) 초상(肖像) 외 다수  관람시간 9:00∼18:00  휴관일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그밖에 수원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휴관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휴관일임  관람료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개인 2,000원, 단체1,0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단체 500원), 어린이 및 

노인(12세 이하 및 65세 이상) 무료  홈페이지 http://swmuseum.suwon.ne.kr  교통편 대중교통 : 시내

버스 7, 7-2, 60, 77-1, 80, 660, 770-2, 720, 720-1 광역버스 1007, 1007-1, 1115-5, 1550-3, 3001, 

3007, 5500-2, 6900, 7000, 7001  주변명소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광교산(582m), 수원화성박물

관, 봉녕사(奉寧寺), 심온 선생 묘(경기도기념물 제53호), 창성사지(향토유적 제4호) 등  

박유명(朴惟明) 초상(肖像) 팔달문(八達門) 동종(銅鐘)

영조어필(英祖御筆)

서예문인화 강좌 서예문인화 강좌는 수

원 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의 주민들에

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총 

10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체험관 스탬프 찍기, 교지 만들기, 

탁본 실습 등 총 10개의 아이템으로 구

성된 어린이 전문 체험관이다.

SPECIAL PROGRAM

NOTE

수원부사 이시백(李時白) 선정비 이시백(1581∼1660)은 1624년부터 1629년까지 수원부사를 역임하였

다. 1629년(인조7)에 건립된 선정비의 귀부와 이수 조각이 특이하여 주목된다. 수원박물관에는 수원

과 관련된 선정비 총 27기가 야외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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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수원화성박물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포은대로 21  전화 031-228-4242

수원화성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정조시대의 문화와 더불어 화성의 우수성을 심도

있게 알려주는 전문박물관입니다. 전시 공간은 화성의 축성 과

정을 알려주는 화성축성실, 화성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화

성문화실, 수원화성과 관련된 야외 전시 공간 등 크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체험실

과 영상교육실, 교육실 등의 교육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성축성실 화성의 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유물 및 

모형을 전시 화성문화실 화성에서 이뤄진 주요 행

사, 채제공 기증유물, 군사에 관련된 유물과 모형을 

전시 기획전시실 화성과 정조와 관련된 기획전시를 

하는 공간 야외전시 화성 축성장비 복원 모형 및 

화성과 관련된 관리들의 송덕비 등을 전시

Suwon Hwaseong Museum 

Gyeonggi Nambu

수원화성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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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주요소장품 번암채제공 초상화 시복본 외 다수  관람시간 9:00∼18:00(매표는 17:00 마감)  휴관일 매

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 1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관람료 어

른 2,000원, 단체(20인이상)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단체 500원), 어린이·노인 무료  홈페

이지 http://hsmuseum.suwon.ne.kr  교통편 대중교통 3, 4-1, 7, 7-2, 11, 13, 13-3, 16, 16-1 타고 화

성행궁 앞에서 하차 후 화성행궁 정면으로 도보로 5분 / 2, 7, 7-2, 77-1, 60, 660, 700-2, 1007 타고박

물관 바로 앞에서 내리는 버스하차  주변명소 수원화성, 화성행궁

채제공 초상화

조심태에게 보낸 비밀 어찰

홍재전서

박물관 대학 수원화성박물관대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2기로 운행되는 

역사문화에 대한 교양강의입니다. 각 주

제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과 답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족 정기교육 수원화성박물관에

서는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

양한 정기교육이 요일별로 실시되고 있

습니다.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탁본액자

만들기, 서책만들기, 평면거중기·녹로

만들기, 홍재전서 인쇄하기 등이 있으

며, 특히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가족

과 함께 거중기만들기”는 가장 인기 있

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SPECIAL PROGRAM

NOTE

수원부사 이시백(李時白) 선정비 이시백(1581∼1660)은 1624년부터 1629년까지 수원부사를 역임하였

다. 1629년(인조7)에 건립된 선정비의 귀부와 이수 조각이 특이하여 주목된다. 수원박물관에는 수원

과 관련된 선정비 총 27기가 야외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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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신구대학박물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전화 031-740-1258

신구대학 박물관은 설립자 우촌 이종익선생의 열

정과 집념으로 수집된 유물들을 기반으로 1999년에 개관하였

다. 민속에 관한 유물들의 전시를 통해 민족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필요한 생생한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학생 및 시민과 함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 등 ‘이용자 만족을 위한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내에는 설립자 기

념실 및 대학 안내 코너를 두어 재학생 및 외부인에게 설립자와 대학을 자세히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자기념관 설립자인 우촌 이종익선생의 유품과 신구문화사에서 

간행한 도서를 전시하였다. 전시실 농경생활, 주생활, 식생활 등 각 

섹션별로 유물을 전시하고 부엌과 안방, 사랑방, 혼례 등 다양한 모

형 전시 섹션도 볼 수 있다. 

Shingu University Museum

Gyeonggi Nambu

신구대학박물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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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백자청화운용문항아리

간돌검

청동거울

주요소장품 도토기, 금속공예, 민속품 등 약 2,000여 점의 민속관련 유물  관람시간 10:00∼16:00  휴

관일 토요일ㆍ일요일, 개교기념일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museum.shingu.ac.kr  교통편 대중

교통: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하차, 버스 대학로 407번, 영등포역앞 462번, 서울시청 408번, 압구

정역 4419번, 잠실역 100번, 수원역 2007번, 수지구청 77-1, 720번, 분당동 33번, 오리역 33-1번, 서

현중 57번, 야탑고 60번, 승용차 : 잠실에서 복정사거리를 지나 약진로를 거쳐 단대오거리역 방향 직진

주변명소 남한산성도립공원, 수어장대, 남한행궁, 숭열전 등

문화재에 옷을 입혀요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신구대학식물원 성남시와 서울시 서초구의 경계부에 있는 인능산 자락에 위치

하고 있다. 인근에 청계산, 대왕저수지가 있어 서울근교에서 보기 드문 자연경

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에코센터, 곤충생태관, 서양정원, 계절초화원, 어

린이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체험교

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치는 경기도 수정구 상적동 산 121이

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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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산 43  전화 031-339-1234

고대 상업부터 현대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상업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물관이다. 또한 한국 상업

사와 백화점 발전사를 함께 다루어 전문 박물관과 기업 역사관

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전시실은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소나 말이 끌었던 달구지가 보인다. 불

과 몇 년 전까지도 쓰였던 달구지는 원형훼손이 심해 지금은 

완제품을 찾기 힘들다. 박물관에서는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해 과거에 조상들이 직접 썼던 유

물을 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했다. 실제 자료와 함께 디오라마, 매직비전, 모형, 인형 등을 이용해 입체

적이며 동적인 전시매체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상업사실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포괄

적인 한국 상업사를 다루고 있다. 각종 상업 관련 문건과 유물, 그리

고 모형 등으로 시대별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유통산업사실 한국 유

통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온 신세계의 기업 발전사와 역사관이 전시

되어 있다.

Shinsegae Commerce History Museum

Gyeonggi Nambu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용인시

경기남부-한글판.indd   184 2011-07-19   오후 3:45:12



185

INFORMATION

CURATOR’S CHOICE

주요소장품 상업 관련 유물과 백화점 역사 문헌 등  개관 1995년 5월  관람시간 09:00~18:00  휴관 

매주일요일, 공휴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산 43  전화 031-339-1234  

홈페이지 www.shinsegae.com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역, 양재역에서 5001·5000-1·5002번 이용 

용인시외버스터미널 하차, 송전행 버스 이용해 송전 삼거리 하차 후 택시 이용 승용차: 용인 45번 국도 

이용 평택 방향으로 가다 송전 삼거리에서 오산 방면으로 5분. 1번 국도 이용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송

전 방향으로 12km  주변명소 와우정사, 고려처인성지, 어비리고려3층석탑,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서리백자도자유적지, 안성미리내성지 등

박다위 및 조이게  19세기 말 생활용품이다. 박다위는 보부상이 짐을 묶어 메고 다닐 때 사용한 

끈으로 짐을 보자기에 메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 조정했고 이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조이게

를 이용해 단단히 조여 매었다. 박다위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 필요한 길이 

만큼 엮어서 만들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는 질긴 소재인 삼이었다. 그 밖에 짚이나 종이 머

리카락을 이용한 박다위도 있다.

주요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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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미술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전화 031-285-7215

여성과 차를 주제로 한 사립박물관으로 조상들이

사용했던 여성의 장신구와 화장 용구, 그리고 차 문화와 관련

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1979년 개관한 이래 매년 관련 전

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교류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화장 박물관인 만큼 소장품의 수도 상당하며 

그 수준도 높다. 가야, 신라시대 도기잔과 고배를 비롯해 고려

청자 다완과 탁잔, 청자향로, 조선시대 백자 잔, 분청자 잔 같은 

유물과 차 문화 연구의 중요한 문헌인 <동다송>, <다신전> 등의 자료도 만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소규모 기획 전시를 2회 기획하며 아모레퍼시픽 직원과 교원들을 위한 열린박물관 교실을 방학마다 운영 

중이다.

차문화전시실 차를 마실 때 필요한 도구인 찻잔, 찻주전자, 향로 등과 관련 문헌을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침체된 차 문화를 다시 부흥시킨 초의선사의 진영과 연구 서적이 많아 조선

시대 차문화의 이해를 돕는다. 여성문화전시실 우리네 옛 여인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집약적

으로 보여주기 위해 장신구, 화장 도구, 안방 가구 등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진귀한 재

료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와 소박하고 절제된 선이 인상적인 가구가 적절히 전시되어 있다.

The Amore Museum 

Gyeonggi Nambu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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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품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가구, 장신구, 차 관련 유물과 문헌 10,000여 점  개관 1979년 12월 12일  관람시간 

09:00∼17:30(17:00까지 입장)  휴관 매주 토·일요일, 국경일, 사내 휴무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

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전화 031-285-7215  홈페이지 museum.

amorepacific.co.kr  교통편 대중교통: 서울 강남역(양재역 경유) 1560번·5001-1번·9404번, 사당역 

7007-1번, 광화문 5500-1번, 잠실역 5600번·1116번 , 수원 수원역 37번·10-5번, 남문 58번, 분당 

9404번·5500-1번 7007-1번·1116번·30번 버스 이용 승용차: 경부 고속도로 수원I.C에서 한국민

속촌 방향 10분  주변 명소 경희천문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학일마을, 한국민속

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등

우리 목가구  여성문화전시실을 찾으면 문갑, 경상, 갑게수리 등으로 안방을 재현해놓은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 가구들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가공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랑방 가구 형태를 

따르면서 간결하고 우아한 멋이 곳곳에 가미되어 있다. 여럿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래 한

가족인 듯 잘 어울리면서 개별적인 가구로 관찰하면 장식적인 디테일이 훌륭하다. 새삼 우리 

목가구의 미덕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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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박물관

주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 57  전화 031-676-4352

안성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다. 지상 2층 지하1층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기전시실, 영상실, 기획 전시실, 농업 역사실, 향토 사료실, 

세미나실, 학예 연구실,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성의 

자랑인 유기 만드는 법, 역사, 분류법, 모형 등 유기의 모든 것

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안성의 역사와 계절, 특산물도 전시되어 있어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진과 당

시 재현 모형, 남사당, 문화재 등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전시물을 만날 수있다.

유기전시실 유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시실이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곳곳에 영상물

이 설치되어 있다. 농업역사실 안성 농업의 역사와 계절에 따른 농경 모습, 안성의 특산물이 

전시되어 있어 과거와 현재의 안성 농업을 알 수 있다. 향토사료실 안성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 안성 장시 재현, 안성 남사당, 불교문화재 등안성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AnseongMachum Museum 

Gyeonggi Nambu

안성맞춤박물관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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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 모형실물 재현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유기, 향토 자료, 문화재 등  개관 2002년 4월  관람시간 09:00~18:00(3월~10월), 

09: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관람료 성인 500원(단체 

300원), 군경 300원(단체 200원), 청소년·65세 이상 무료  주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 57  전

화 031-676-4352  교통편 대중교통: 안성행 버스 이용, 안성I.C 지나 공도읍 하차 중앙대 방면 버스 이

용 승용차: 안성I.C에서 안성 방향 중앙대 입구에서 우회전 50m  주변명소 고삼호수, 금광호수, 매산리 

석불입상, 미리내마을, 바우덕이 묘, 칠장리마을, 청룡사, 칠장사, 팔봉산 흔들바위, 서운산성, 망이산

성 등

안성맞춤 안성 유기  반세기 전만 해도 유기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

고 유기로 도구를 만들어 썼다. 특히 안성은 유기가 유명해서 이곳에서 유기를 맞추면 마음

에 흡족하게 만들어 온다고 해서 그 유명한‘안성맞춤’이란 말까지 생겼다. 그리고 최근 웰

빙이 유행하면서 다시 유기는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유기의 항균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기에 음식을 담으면 대장균 등 세균 번식이 억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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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  전화 031-8020-3001∼2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보관·전시 

등으로만 이루어지던 대학 박물관의 한계에서 벗어나 문화 공

간으로 사회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

내 대학 박물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화·금속·석재·목재 

분야의 문화재를 보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도자기류, 조선시대 제례에 사용된 각종 도구, 탁본 유물 등 전통 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함께 문화 교양 강좌의 활성화를 통하여 종합박물관으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전시공간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

존처리 및 고미술품 관련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자료실 고미술품

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Yongin University Museum 

Gyeonggi Nambu

용인대학교박물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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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품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각종 토기, 도자기, 백자 등 470여 점, 중요 탁본 유물 200여 점 고미술 관련 서적 6,000

여 권 등  관람시간 10:00~16:00(상설전), 09:30~16:30(특별전)  휴관 매주 토·일, 공휴일, 학교에

서 지정한 휴일, 방학 기간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  전화 031-8020-

3001~2  교통편 대중교통: 강남역 5000-1번·5001번·5002번, 광화문 5005번, 잠실 5600번, 성남 

820번, 수원 10번·66번·6000번 버스 이용 또는 용인 시내 셔틀버스 이용 승용차: 수원I.C에서 용인 

방향 우회전 신갈오거리에서 용인 방면 직진 좌측 강남대를 지나 용인노인병원 방향  주변명소 경희천

문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등

고미술 관련 자료  박물관 자료실에는 고미술 관련 장서 6,000여 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자

료들 중 1,000여 권은 고(故) 안동오 선생이 소장했던 도자기 관련 도서이며, 4,000여 권은 

황수영 박사가 기증한 고미술 관련 도서 자료다. 이 자료들은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사본을 제공하

고 있다. 박물관은 현재도 고미술 관련 서적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들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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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유적전시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2번지  전화 031-324-4796

2004년 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결과 역

사적 가치가 뛰어난 구석기 문화층을 이전·복원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어, 박물관 체험활동을 위한 어린이체험학습실, 

Media Art Space, 발굴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관 특별 

기획전을 위한 기획전시실과 용인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돌아

볼 수 있는 역사문화실, 돌방무덤·집자리·구덩이유구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복원모형을 전시한 야외전시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중 운영 중이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용인시의 첫 시립전시관으로 용인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고 야외휴게

실과 어린이북카페 등의 휴식 공간이 있어 문화생활·여가활동 장소로 손색이 없으며, 용인 시민의 애향

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용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문화실 구석기, 삼국, 고려, 조선시대 용인의 유적과 유물 등을 소개하여 용

인의 중요한 역사·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미

디어아트스페이스 Interactive System을 통해 옛 문화의 멋과 혼을 체험하는 등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굴체험실 발굴체험코너, 

유물복원코너, 도전 퀴즈퀴즈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굴영상자료와 함께 용

인동백지역에서 발굴된 도기 가마 복원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Yong-in Cultural Heritage Museum

Gyeonggi Nambu

용인문화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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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주요소장품 석기, 도자기, 민속공예품 등 약 500점  관람시간 09: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

료 무료  홈페이지 museum.yonginsi.net  교통편 대중교통 죽전·보정동: 810, 67-1, 68,수지 67-1, 

68, 기흥 66-4, 810-1, 처인(행정타운) : 66-4, 67-1, 68, 65, 승용차 (수지·죽전방향) 동백·죽전간도

로 → 동백이마트삼거리에서 좌회전 → 동백소방서/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 동백도서관 맞은편에 위

치, (용인 방향) 42번도로에서 동백방향으로 우회전 → 호수공원에서 죽전방향으로 직진 → 동백이마

트삼거리에서 우회전 → 동백소방서/파출소방향으로 직진 → 동백도서관 맞은편에 위치  주변명소 경

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한국민속촌, 도서관, 호수공원 등

용인문화유적전시관에서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가족 등 가족단위 관람객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유치원단체, 초등학교단체, 소외계층 등의 등 전시관을 찾는 단체관

람객을 위해 전시연계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방학기간 중에는 가족·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여 방학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전시 개최시 특별전시를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

도록 전시연계학습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시관의 전시연계학습프로그램으로는 상설전시를 연계한 구석기생활문화체

험과 특별전연계학습지투어가 있으며, 체험을 중심으로 한 가족·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와당의 변화 모습을 알아보

고 시대별 와당을 직접 재현에 보는 와당만들기, 깨어진 토기를 직접 복원하며 보존과학자가 되어보는 유물복원 체

험, 고려시대 가마터를 발굴해보는 어린이발굴체험교실 등이 있다. 

충렬서원 중수록과 세부사진짅

어린이 발굴체험 교실 초등학교 어린이

를 대상으로 일일 2회 저학년과 고학년

으로 나누어 용인 출토의 가마터와 관

련하여 발굴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석기 생활 문화 체험 초등학교 교과과

정과 연계하여 선사시대의 구석기 생활

과 문화를 활동지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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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효행박물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전화 031-234-0040

용주사의 성보 유물을 소장, 전시하기 위한 박물

관이다. 용주사는 조선시대 정조 대왕이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세운 원찰이었다. 1790년 왕실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사찰 불사가 이루어졌고 대웅보전을 비롯

하여 당시 향로전, 제각 등 능을 수호하고 부친의 재를 모시기

에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박물관에는 18세기 왕실 관

련 유물과 임금의 하사품을 비롯해 <불설대부모은중경> 같은 

효관련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용주사 창건 당시부터 효 관

련 문화재를 전시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했을 만큼 이곳은 효심과 깊은 관련이 있어 박물관이 가지는 의미

도 남다르다.

상설전시관 왕실 하사품과 성보 문화재 수십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불교와 왕실문화가 접목된 조선후기 문화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매

력적이다.

Yongjoosa Temple Filial Piety Museum

Gyeonggi Nambu

용주사 효행박물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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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사역(寺域) 모형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조각, 불화 등 문화재  개관  2005년 1월  관람시간  10:00~18:00(하절기), 

10:00~17:00(동절기)  휴관 무휴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전화 031-234-0040

홈페이지 www.yongjoosa.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병점역 24번, 34번 버스 이용 용주사 

하차 승용차: 경수원역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43번 국도를 따라 직진 후 수원대학교 방향 306번 지

방도로 이용 융건릉에서 1.5km | 주변 명소 궁평마을, 남양성지, 어섬레저휴양지, 용주사, 융건릉, 입파

도, 제부도, 화성공룡알화석지, 화성국화마을 등

부모은중경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 효심의 본찰로 알려진 용주사의 대표적인 소장품이

다.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에 목판이 제작되었으며, 순조 2년(1802)에 동판과 석판이 용주

사로 하사되었다. 목판은 별상, 한문, 한글 3종류 판이 있고 석판은 한문, 동판 변상도이다. 

전곽 34.5 x 22.0cm

범종  국보 제120호. 고려초기의 범종으로 신라 종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몸체에 비천상

과 삼존불상이 조각되어 있고, 4곳에 당좌(撞座)가 있다. 조각이 뛰어나 고려시대 종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문화재다. 고려 초기 제작, 구경 144 x 87cm

탁본 체험 <부모은중경> 인경(印經)처를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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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박물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  전화 031-210-2667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자리한 박물관

이다. 국내 제일의 지리 정보 전문 박물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의 변천 과정 및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는 곳이

다. 역사문화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리문화센터를 지향

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바른 지리 정보 및 지도 제작사 정립 기

능도 하고 있다. 박물관은 총 전시실 3관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도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제1관 중앙홀 전시장으로 초대형 지구와 인공위성 등을 연출해 놓았으며 지구와 측량 신기

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관 역사관으로 지도의 기원과 각종 고지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지도 제작의 역사와 방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제3관 현대관으로 세계 각국의 지

구본과 측량 장비, 지도, 현대적인 지도정보의 활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야외전시장 우리

나라 경위도 원점, GPS 상시 관측 안테나, 고산자 김정호 선생 동상, 전국 주요 거리 간 거

리표, 측량 기준점 등을 전시 중이다.

National Map Museum 

Gyeonggi Nambu

지도박물관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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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고지도, 측량 기기, 유물 등  개관 2004년 11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무휴  관람

료 무료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  전화 031-210-2667  홈페이지 museum.ngii.go.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잠실역 1007-1, 강남역 3001번, 2·4호선 사당역 7000번 버스 이용 

동수원전화국 하차. 시외버스 이용시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후 시내버스 이용 승용차: 영동고

속도로 이용 동수원 I.C로 나와 광주방향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학교 지나 지하차도 지나 좌회전. 

경부고속도로 이용 신갈 I.C에서 수원방향 42번 국도로 15분 직진 후 수원남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우회

전  주변명소 화성, 효원공원, 광교산, 수원노송지대, 원천유원지, 팔달공원, 온수골 온천, 영흥공원, 교

통공원 등

대동여지도  제2관인 역사관에 가면 다양한 세계지도와 조선지도, 군현지도, 도성도 같은 고

지도가 전시되어 있다. 각 나라의 역사관과 사상이 반영된 지도들이 인상적인 가운데, 바닥

에는 대형으로 인쇄된 대동여지도가 유리관 안에 있다. 누구나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배

치해놓아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지도 감각을 엿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앙홀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지도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

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

서 6학년까지로 매년 9월에서 10월 사

이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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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박물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전화 031-738-8294

토지주택박물관은 1997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토지, 주택, 도시 전문박물관입니

다. 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선행되는 문화재 조사용역 

관리업무를 기본으로 함은 물론 전시, 사회교육, 유물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차례 토지

주택관련 특별전시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토지·주택의 역사

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유물과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만여 명의 이용객이 관람 중에 있으며,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을 매년 2학기

(각학기 12주차) 동안 운영하여 한국과 세계 각국에 관련된 역사·문화 강좌를 알차게 진행하면서 현재 지

역사회의 정통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1관 LH가 개발사업 전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았다. 2관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며 제작한 다양한 생활도구

들을 전시하였다. 3관 토지의 면적 산출은 물론 각종 건축에 사용되었던 역사속의 자

들을 비롯하여 길이·부피·무게와 관련한 많은 계측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4관 삼

국시대부터 기와집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기와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관 개항기에

서 일제말엽까지 도시·주택·풍습을 주제로 박물관에 소장된 사진엽서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Land & Housing Museum

Gyeonggi Nambu

토지주택
박 물 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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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품

토지주택박물관대학 매년 두학기에 걸쳐 

개강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3월~6월, 

9월~11월),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

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 운영

전통문화과정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

해 미술사, 음악사, 건축사 등 강좌

세계문화과정 동서양의 다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강좌

다도과정 우리 전통 차와 차문화 강좌

해외답사 세계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SPECIAL PROGRAM

주요소장품 토지주택관련 유물 5만여 점  개관 1997년 7월  개관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일요

일, 공휴일, 10월 1일(창사기념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한 날 관람료 무료(단 

30인 이상 단체관람은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홈페이지 http://museum.lh.or.kr  전화 031-738-

8294  교통편 대중교통 : 버스 서울 광화문 : 버스 45-2, 1005, 9000번 (1시간10분 소요), 서울 잠실

역 고속화좌석 1001번, 일반버스 116번 (약 1시간소요), 서울 강남역 : 고속화좌석 2002번, 6006번, 

1005-1번(약 1시간 소요), 서울 양재동 : 고속화좌석 2000-1, 2002-1 (약 40분 소요), 수원역 : 일반버

스 77-1, 700번 (약 1시간 소요)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앞 하차, 지하철 : 내리실 지하철역 : (분당선) 

미금역 ,서울 3호선 강남고속터미널역 - 3호선 수서역 - 분당선 미금역 하차 (3번출구) 주변명소 수내

동 가옥, 성남 탄천변 산책로, 분당 중앙공원 및 율동공원, 성남 아트센터, 효자촌 먹거리골목 등

합천 봉계 양안 1723년(경종 3년)에 작성된 경상도 합천군 봉계(鳳溪) 지방의 토지대장이

다. 양안(量案)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조선시대의 토지대장

이다. 조선시대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 즉,‘토지면적·수확량 측

량 및 소유주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여 호조(戶曹)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양안에는 자호·지번·양전방향·토지등급·지

형·척수·결부수·사표·진기(陳起)·주(主) 등을 기재하였다.

CURATOR’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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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잔박물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58-9  전화 031-334-0797

김용옥, 김동휘, 김형구 3대에 걸쳐 80여년 동안 

수집하여 1997년 설립한 민속박물관이다. 박물관의 외관은 수

원 화성 공심돈의 형태를 형상화하여 지은 원통형의 건물이다. 

수 천년동안의 우리의 불 문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한

반도의 온돌문화에서 발달되어 온 독특한 등잔을 수집하여 전

시하고 있으며, 전시물은 신라시대의 토기 등잔을 비롯하여 전

기사용 이전의 사용됐던 등잔까지 400여점에 이르는 진귀한 

등잔들과 700여점의 옛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놋쇠, 철, 청동, 옥 , 종이, 나무 등 다양한 재질로 만

들어진 등잔대와 무늬를 넣어 장식한 등잔 받침대 등 이 전시되어 있는 알찬 박물관이다. 1999년에 재단

법인을 설립하여 모든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킨 제 1호 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 생활 속 등잔을 주제로 조상들의 삶 속에서 등잔이 어떻게 쓰였는지 시대의 민속

품과 함께 전시한다. 2층 전시실 역사 속 등잔, 시대별, 형태별, 재질별, 용도별 등잔과 함께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별 전시실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특별기획전이 열린

다. 농기구 전시관 우리 조상의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농기구들과 1955년 권농일 고관들의 모

내기 광경을 김동휘선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야외전시장 석등, 물확, 연자매 등 

여러 석물과 야외 민속품을 볼 수 있다. 상우당 김동휘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체험학습, 무대공연과 전시기획,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다.

Korean Deung-Jan Museum

Gyeonggi Nambu

한국등잔박물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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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품전시실 내부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등잔, 민속품 등  개관 1997년 9월  관람시간 10:00~18:00(4월~9월), 10:00~17:00(10

월~3월)  휴관 매주 월·화요일  관람료 성인 4,000원, 중·고·대학생 2,500원, 어린이·노인 2,000

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58-9  전화 031-334-0797  홈페이지 www.deungjan.

or.kr  교통편 대중교통 : 강남역 1151번 능원초 하차, 잠실역 119번 능원초 하차, 사당역 1500-2번 능

원삼거리 하차, 서울역 1150번, 1500번 능원삼거리 하차, 수원역·오리역·죽전역(광주방향) 60번 능

원초 하차, 분당 서현역·수내역 17번, 17-1번 능원삼거리 하차, 수지·죽전 마을버스 57-2번 한국등

잔박물관 하차, 승용차 서울·판교 방면 분당동과 태재고개, 오포터널 통과→능평2리(이정표우측)직진

→능골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300m 다시 좌회전/ 수원·수지·죽전방면 43번 국도로 광주로 가다 능

원리 (이정표 우측)로 방향  주변명소 경희천문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한국민속

촌, 한택식물원, 포은 정몽주선생묘소, 충렬서원 등

목등잔  등잔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목 등잔이다. 목 등잔은 다

른 재질의 등잔과 비교하여 수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조선 후기의 것들이 남아 있다. 목 등잔 

중에서도 등경은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도록 한 등대로서‘등경걸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등경

의 형태는 넓은 하반에 3~4개의 걸이용 단이 있는 기둥이 세워져, 필요한 높이의 단에 등잔걸이를 걸

치고 등잔을 그 위에 얹어 사용하도록 했다. 등잔 밑에는 기름받이를 달아 심지에서 떨어지는 불순물

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하귀천의 구별없이 애용된 실내 등기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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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73-1, 2  전화 031-283-6418

1983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옛 이탈리아 대사

관저 내에 문을 열었다가 1994년 봄에 현재 위치에 개관하였

다. 한국의 현대 미술 발전과 미술 문화의 확장·보급을 위해 

개관과 함께 한국 미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1983년 12월 제

1회 수료식 및 회원작품전을 연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정기적으로 한국미술사·서양미술사·현대미술비평·건축·

조각·공예 이론 등의 이론 강좌를 비롯하여, 사진·유화·도

자기 등의 실기 강좌를 열고 있다. 전시실에는 서양화·도예·

서예·공예·조각·사진·타피스트리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본관과 신관 전시실, 야외조각전시 등을 갖

추고 있다. 더불어 미술 관련 도서와 잡지, 비디오를 열람할 수 있는 연구자료실이 있다.

실내전시실 소장품 위주의 전시를 볼 수 있으며 기

획전이 열린다. 실내조각전시실 현대 조각 위주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야외조각전시실 다양한 주제의 

조각을 전시하고 있다.

Hankuk Art Museum

Gyeonggi Nambu

한국미술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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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옥 作 고양이

권진규 作 지원의 얼굴

노은님 作 인물

주요 소장품 세계적 주요 유명작가의 현대미술작품 140여 점  개관 1983년  관람시간 10:00~18:00(3

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3,000원(단체 2,500원) 중고생 

2,000원(단체 1,500원) 초등학생 1,000원(단체 700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73-1, 2  전

화 031-283-6418  홈페이지 www.hartm.com  교통편 대중교통: 분당선 미금역, 오리역, 보정역 하차 

26번 버스, 잠실 방면 1001번, 수원 방면 27번·27-1번, 용인 방면 820번 버스 이용 구성 삼거리 하차

해 26번 버스 이용 미술관(종점) 앞 하차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이용 수원I.C 우회전 신갈오거리에서 좌

회전 구성 삼거리나 한성C.C 올라가는 방향 칼빈신학대학교 방향. 죽전과 용인 행정타운 간 고속화도

로 이용시 마북동 출구 이용  주변명소 경희천문대, 심곡서원, 에버랜드, 와우정사, 처인성지, 장욱진생

가,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황새울관광농원, 양무공신교서, 법하산 등

SPECIAL PROGRAM

문화 예술 아카데미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

며,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교양과 문화 예술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자격을 조건화하여 수료증이나 강사증을 발급할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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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박물관

주소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전화 031-379-0195

1991년 3월 개관한 본 박물관은 고고·역사·민

속 등에 관한 유물을 수집하여 정리, 보존, 전시함으로써 교내

의 구성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역사문화인식 함양에 기여

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우리의 역사문화를 체계적

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중

심으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

적 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고고·역사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

반기에는 국사학과 탁본연구회와 함께 탁본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구석기시대~중세시대까지의 주요유

물 전시

Hanshinuniversity Museum

Gyeonggi Nambu

한신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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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언남리 출토 철제 보습과 볏

풍납토성 출토 대옹 풍납토성 출토 시유도기

주요 소장품 구석기시대~중세 유물 200여점  관람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16:00  휴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개교기념일(4월 19일) 단, 20인이상 단체의 경우 2주일전 신청시 토요일 관

람가능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www.hsmuseum.org  교통편 전철 : 1호선 병점(한신대)역 하

차, 학교버스(무료) 또는 마을버스(37-1, 55, 56, 61, 500) 이용, 버스: 일반버스 : 34, 34-1, 44, 45, 

46, 50, 500, 301, 1000번 등, 좌석버스 : 300, 1551, 1550-2 병점역 또는 병점역사거리 하차 → 병점

역 2번(후문)출구 →한신대학교버스(무료) 또는 마을버스 (37-1, 55, 56, 61, 500) 이용, 승용차 : 병점

역ㆍ동탄 방면 → 효행길 84번 지방도 고가도로 → 한신대길 좌회전 → 한신대학교 병점캠퍼스 상설전

시실 병점캠퍼스 도서관 1층에 위치  주변명소 용주사

삼국시대유물로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 출토된 시유도기는 외면에 시유를 바르고 고온에서 소성된 

고급용기이다. 이와 같은 시유도기는 중국제로 당시 백제와 중국 간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중국의 시유

도기의 제작연대를 통해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를 가늠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NOTE

산정리 출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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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미술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전화 031-320-1801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이 30여 년

에 걸쳐 수집한 한국 미술품 1,200 여 점을 바탕으로 1982년 4

월에 개관했다.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자리하고 있는 호암미술

관은 전통한옥 형태의 본관 건물과 2만 여 평에 이르는 한국식 

전통 정원 희원(熙園), 프랑스 조각의 거장 부르델의 대형 작품

들이 전시되어 있는 부르델 정원, 호수가의 수변 광장과 석인의 

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전시

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2층 라운지에는 휴식 공간이, 희원에는 

찻집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차장에 위치한 기념품점에서는 미술관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멋과 전통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한 공간이다.

기획전시실 호암미술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기획전과 특별전이 연중 두 차례 열리고 있

다. 불교미술실 삼국시대 불상부터 고려시대 불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를 대표하는 불

교 예술품이 전시 중이다. 서화실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민화 등 우리나라 회화사를 한눈

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청자실 비색 청자를 비롯해 문양과 기형이 인상적인 청자 20여 

점이 전시 중이다. 분청사기실 상감, 인화, 조화, 박지, 철화 등으로 장식된 특색 있는 분청사

기를 선보이고 있다. 백자실 조선시대 초기 왕실용 백자에서 선비들이 사용하던 연적, 필통 

백자를 전시 중이다.

Ho-Am Art Museum

Gyeonggi Nambu

호암미술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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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영도

삼승정도

초옥한담도

주요 소장품 도자기, 회화, 등 고미술품 15,000여 점  개관 1982년 4월  관람시간 10:00~18:00  휴

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연휴기간  관람료 성인 4,000원(단체 3,000원), 학생 3,000원(단

체 2,000원),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50% 할인, 장애인 동반 자원봉사자·에버랜드 주간 

자유이용권 소지자·연간회원증 소지자 무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전화 

031-320-1801  홈페이지 www.hoammuseum.org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강변역 1113번, 5800

번, 신사역 1005-5번, 사당역 1500-2번, 강남역 5002번, 수원 방면 66번·66-4번·10-5번·6000

번·66-1번·66-3번, 분당 1005-5번, 성남 15번 버스 이용 에버랜드 하차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이용 

신갈I.C에서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방면 마성톨게이트에서 에버랜드 방면. 중부고속도로 이용 호

법I.C에서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방면 이용, 용인톨게이트 혹은 마성톨게이트에서 에버랜드 방면  

주변명소 궁평마을, 남양성지, 어섬레저휴양지, 용주사, 융건릉, 입파도, 제부도, 화성공룡알화석지, 화

성국화마을

전통 정원 희원  호암미술관이 문화 유산의 해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에 개원한 전

통 정원이다. 설계 기초부터 한국 정원의 고유한 미의식을 반영했으며, 이를 고스란히 살려

냈다. 차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옛 지형을 복원한 덕분에 석단, 정자, 연못, 담장 등 전통 정

원의 건축적 요소를 모두 가진 희원은 숨겨지고 드러나는 유연한 멋을 통해 살아 숨쉬는 공

간이 되었다. 정원 곳곳에는 심혈을 기울여 보존해온 신라시대 석탑을 비롯해 불상, 벅수, 석

등, 물확 등 귀중한 석조물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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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M 이영미술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  전화 031-213-8223

이영미술관은 민족혼의 화가인 내고(乃古) 박생광 

작품의 최대 소장처이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

해지는 풍요로운 자연과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점은 이영미술

관을 만나러 가는 길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때문에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을 찾는모든 사람들은 소장되어 있는 작품에 한 번, 그리

고 주변경관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고 한다. 이영미술관은 박생광의 작품 외에 전혁림, 정상화, 한용

진 등 회화 및 조각 1600백여 점, 김아타 등 사진 비디오 아트작품 100여 점, 기타 민속물 1천여 점을 소

장하고 있다. 

제1전시실 박생광 화백, 전혁림 화백의 작품을 언제든 관람할 수 있는 상설 전시실로 구성되

어 있다. 제2, 3전시실 기획전시실로 각종 기획전이 마련된다. 야외전시장 아름다운 조경과 함

께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전시실인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휴식 공

간이기도 하다.

Ie-Young Contemporary Art Museum 

Gyeonggi Nambu

ICAM 이영미술관
용인시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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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생광의 작품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박생광, 전혁림, 정상화, 한용진 등 회화 및 조각 1600백여 점, 김아타 등 사진 비디오 아

트작품 100여점, 기타 민속물 1천여 점  개관 2001년 11월  관람시간 10:00∼17:00(동절기), 10:00∼

18:00(하절기)  휴관 매주월요일  관람료 일반5,000원, 학생(초중고) 3,000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

흥구 영덕동 55-1  전화 031-213-8223  홈페이지 www.icamkorea.org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양

재역 1550-1·5100 버스 이용 두진 아파트에서 하차 후 수원 방향으로 SK주유소 앞까지 직진(100m) 

후 태광 컨트리 클럽 진입로를 따라 200m 좌측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서 수원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해 약 200m 앞 SK주유소에서 태광컨트리클럽 진입로를 따라 약 200m 좌측  주변 명소 백남준

미술관, 어린이박물관, 학일마을, 한국민속촌, 한택식물원 등

유채와 추상이라는 서양화법으로 한국성을 치열하게 탐구한 전혁림과 한 가지 색으로만 화

면을 가득 채운 모노크롬 기법의 회화로 이름 높은 정상화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제1전시

실과 박생광의 400호 대작 <명성황후> 등 9점을 만날 수 있는 제2전시실 모두 놓치기 아깝

다. 제4전시실은 목기실이고, 정원은 잘 가꾸어진 소나무와 각종 석물, 기와, 초대형 옹기 등

으로 조성되어 있다. 각 전시실에서 박생광의 <명성황후> <가야금 치는 여인> <신기루 두 

번> <경주 토함산 해돋이> <성산일출봉>과 전혁림의 <코리아 판타지> 한용진의 <막돌 다섯> 

등의 대표작을 찾아 감상해 보는 것도 잊지 말자.

이영미술관의 김이환 관장이 박생광 화

백의 삶과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수유리 가는 길-민족혼의 화가 박

생광 이야기>(이영미술관)을 통해 박생

광 화백과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과 

풍경을 미리 접하고 길을 나서보자.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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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고정리 일대는 1억 년 전의 공룡 주요 서식지. 50~60cm 

길이의 둥지 20여 개와 주먹만한 크기의 공룡알 화석 

130여 개가 발견되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답

사지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용주사 효행박물관 (p. 194)

TEL. 031-369-2093~4  tour.hscity.net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18세기 동양의 성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이다. 총 5.7km의 성곽을 따라 41개의 건축물들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성곽을 따라 트레킹하

기에 좋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p. 180)

TEL. 031-228-4410  hs.suwon.ne.kr

화성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제부도. 여의도보다 작은 섬이

지만 하루 두 번씩 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려 많은 사람

들이 찾는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건너는 재미가 있다. 

TEL. 031-369-1673 

제부도

효원공원 안에 있는 중국식 공원. 중국 광둥 지역의 전통 

정원으로 꾸며놓았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공원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TEL. 031-228-2412  tour.suwon.ne.kr

월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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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음식도 수행의 한 과정이다. 수도사에서는 제철

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스님에게 직접 전통 사찰 음식

을 배워볼 수 있다.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음식 만들기 체

험이다. 

TEL. 031-682-3169  templefood.co.kr

수도사 전통 사찰 음식 체험관

독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자.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장을 속이기 위해 산등성이에서 쌀을 물인 척 

말에 끼얹었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 오산을 조망할 수 있

는 포인트이다.

TEL. 031-372-3433  osan.go.kr

독산성 세마대지

바다와 호수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호수 주변으로 

목조 데크를 조성해 놓아 산책하기 좋고, 해안도로는 포

장마차 횟집들이 있어 해산물을 싼값에 맛볼 수 있다.

TEL. 031-659-4138  pyeongtaek.go.kr

평택호 관광지

독산성 내에 있는 사찰로 성의 전승을 기리기 위해 창건

했으나 여러 차례 전란을 겪었다. 법당인 약사전에는 질병 

치료, 수면 연장 등을 관장하는 약사여래를 모시고 있다.

TEL. 031-372-3433  osan.go.kr

보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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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민속촌. 관아, 민가, 대장간 등 조선 후기의 마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으로 간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호암미술관(p.206)·삼성

화재교통박물관 (p. 172)

TEL. 031-288-0000  koreanfolk.co.kr

한국민속촌

구한말 천주교가 박해를 당할 때 신자들이 숨어 살며 집

집마다 피운 호롱불이 은하수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다.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모시고 있는 유서 깊은 

성지이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안성맞춤박물관 (p. 188)

미리내성지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3,000여 점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와우정사에서 가장 눈

길을 끄는 불상은 길이 12m의 열반전 와불상과 8m의 거

대 불두.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세중옛돌박물관 (p. 

174)·경기도박물관 (p. 158)

TEL. 031-332-2472  wawoo-temple.org

와우정사

남사당은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 연예 집단. 줄

타기, 풍물, 땅재주 살판, 탈놀이 덧뵈기, 접시돌리기 버

나, 인형극 덜미의 6마당이 남사당전수관 야외 무대를 뜨

겁다. 

남사당놀이 토요 상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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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문화제

장소 화성행궁, 연무대 등 수원 화성 일대｜문의 031-228-2622

안성 바우덕이축제

장소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38-｜문의 031-676-4601

평택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장소 평택시 이충분수공원｜문의 031-659-6002

용인 용구문화예술제

장소 용인시 문예회관, 종합운동장｜문의 031-335-2033

화성 포구축제

장소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문의 031-369-2065

안성 죽산국제예술제 

장소 안성시 죽산용설 웃는돌｜문의 031-675-0661

   9 Septem
ber

   10 October
   6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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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가평,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으로 이루어진 경기 북부 지역은 전통 술 문화, 

다도문화 등 우리 문화의 참멋을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테마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

역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림, 수목원, 계곡 등이 펼쳐져 있어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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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박물관·미술관

경기 북부

김포다도박물관

증권박물관

덕포진교육
박물관

보름산미술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테마동물원 ZooZoo

목암미술관

네버랜드 픽처북뮤지엄

타임앤블레이드

한향림
옹기박물관

필룩스 조명박물관

고구려대장간마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두루뫼박물관

중남미문화원

영집궁시박물관

배다리술
박물관

강화군

김포시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구리시

양주시

고양시

북한산

보개산

감악산

소요산

보름산미술관

한향림
옹기박물관타임앤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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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미술관｜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09-6

 031-584-4722

고구려대장간마을｜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길 41

 031-550-2363

김포다도박물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32

 031-998-1000

남송미술관｜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198-9 

 031-581-0772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3 

 헤이리 아티누스 지하 1층   031-948-6685

덕포진교육박물관｜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32-1 

  031-989-8580

두루뫼박물관｜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139-5

  031-958-6101

목암미술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0-3 

 031-969-7686

보름산미술관｜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93-1 

 031-985-0005

배다리술박물관｜경기도 고양시 성사1동 470-1 

 031-967-8052

아프리카예술박물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41번지

 031-543-3600

영집궁시박물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2리 242-5 

 031-944-6800

자유수호평화박물관｜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길 36 

 031-860-2058

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6-1

 031-830-5600

중남미문화원병설박물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1 

 031-962-7171

증권박물관｜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2동 1328 

  031-900-7070

필룩스조명박물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624-8 

  031-820-8001~2

타임앤블레이드｜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마을 1652-257 

  031-949-5675

테마동물원 ZooZoo｜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 

  031-962-4500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031-300-0466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20

 031-533-8121

한향림 옹기박물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77

 031-948-1001

남송미술관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고구려대장간마을

가일미술관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유명산

청계산

화약산

명성산

소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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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건축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30년 동안 활동해

온 강건국 관장이 부지 선정에서 설계, 시공까지 직접 맡아 지

은 미술관이다. 아름다울 ‘가(嘉)’ 날‘일(日)’자를 써서 지은 이름

은 관람객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과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생긴 미술관이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미술관은 양수리에서 청평 호수로 가는 북한강변 363번 도로

에 위치해 있으므로 나들이를 겸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주로 한국 현대 미술 전시가 열리며, 국내외 미술계와의 교류를 중심으로‘열린 시각’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사회 교육 기관 역할도 겸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은 동양화, 

서양화, 조소로 나뉘며 현대 작가가 대부분이다.

제1, 2전시장 1층과 2층에 있는 약 180평의 공간으로 기획전이 주로 열린다. 세미나실 지하 1

층에 있으며 초청 강연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예연구실 2층에 있으며 미술사 연

구가 이루어진다. 아트홀 및 야외 공연장 월 1회 정기음악회가 개최되며 체험 교육 프로그램

의 장소로 활용된다.

Gyeonggi Bukbu

가일미술관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09-6  전화 031-584-4722

Gail Art Museum

가일미술관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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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콘서트 총 15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가일아트홀에서는 다양한 콘서트

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북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재즈, 팝, 클

래식 등의 음악과 공연, 마임, 1인극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야외

공연장에는 400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

할 수 있으며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공

연을 즐길 수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김준, 곽덕준, 문신, 양대원, 윤영자 등의 작품  개관 2003년 5월  관람시간 10: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일반 2,000원, 어린이 1,500원(기획전, 특별전의 경우 관람료가 별도로 책

정될 수 있음)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09-6  전화 031-584-4722  홈페이지 www.gailart.

org  교통편 대중교통: 청량리역에서 청평역까지 1시간 단위로 기차와 버스 운행 승용차: 국도 363번 

이용 미사리에서 팔당대교를 지나 양수리 시내에서 서종면 방향으로 우회전 강변을 따라 직진, 서종IC

에서 진출하여 우측 방면으로 직진 (자동차로 5분 소요)  주변 명소 가덕산, 가평 영양잣마을, 국립유명

산자연휴양림, 귀목봉, 꽃무지 풀무지 수목원, 녹수계곡, 대금산, 대성리 국민관광지, 명지계곡, 명지산

군립공원, 수덕산, 아침고요원예수목원, 용추자연휴양림, 유명산, 자연과별천문대, 청평자연휴양림, 청

평호반, 현등사 등

CURATOR’S CHOICE

곽덕준의 <무의미97>  곽덕준(1937~)은 재일 한국인 2세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모두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그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 

정보와 인식의 차이 등의 주제를 평면, 오브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고 있다. 

<무의미> 시리즈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작가의 모습과 닮아 

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해 인상적인 작품이다.

문신의 <무제> 윤영자의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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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HALL

고구려대장간마을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길 41  전화 031-550-2363

고구려대장간마을은 아차산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

물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유물 전시관과 야외체험장으로 구성되

어 있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전

시관은 아차산 고구려 보루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적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토기, 철기 등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특별전을 기획하여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주제

별로 선보이고 있다. 야외체험장은 직경 7m의 물레방아가 작

동하는 대장간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주택과 마을을 재현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선덕여

왕(2009)’, ‘탐라는도다(2009)’, ‘쾌도 홍길동(2008)’, ‘바람의 나라(2008)’, ‘태왕사신기(2007)’ 등 인기드라

마와 영화 촬영장소로도 활용되어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전시관 아차산 출토 고구려 유물과 관련자료를 상설전시하고 정기적으로 기획전시

를 마련하여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주제별로 선보인다. 야외체험장은 직경 7m의 

물레방아가 작동하는 대장간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주택과 마을을 창의적으로 재현

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각종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로도 활용되어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Gyeonggi Bukbu

Village of Blacksmith in Goguryeo

고구려
대장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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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출토 장경호

아차산 출토 접시

주요 소장품 아차산출토 장경호, 접시 등  관람시간 평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09:00~19:00 

(03월~10월), 평일 09:00~17:00 / 토, 일, 공휴일 09:00~18:00(11월~02월)  휴관 01월 01일 / 매

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19세 이상) - 개인 3,000원, 단체(20인 이상) 2,000원 /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 아동(7세 이상∼12세 이하) - 개인 1,500원 단체 1,000

원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우미내길41 (구. 아천동 316-47)  전화 031-550-2363  홈페이지 www. 

goguryeotown.co.kr  교통편 - 강변역 : 4번출구 → 건너편에서 우측 150ｍ 도보 → ‘동서울터미널/테

크노마트/ 강변역 정류장에서 1, 1-1, 1-5, 1-6, 9, 9-1, 9-2, 9-3, 95, 96, 9-7, 112-3, 2000-1, 2000-2 

버스 이용하여 ‘우미내검문소’ 하차 - 광나루역 : 3번출구 → ‘광나루역/극동아파트’ 정류장에서 1119, 

95, 1-4, 23버스 이용하여 ‘우미내검문소’ 하차 - 구리역 :  ‘왕숙교/ GS스퀘 어백화점/인창중고교’ 정류

장에서 1119, 95, 1-4, 23 버스 이용하여 ‘우미내검문소’ 하차 - 천호역 : 5번출구 → ‘천호사거리’ 정류

장에서 1119, 1-4,23 버스 이용하여 ‘우미내검문소’ 하차  주변 명소 동구릉, 자연생태학습장 장자호수

공원 광개토태왕 동상과 비, 친환경적인 자원회수시설 구리타워

SPECIAL PROGRAM

상시체험프로그램운영 와당만들기 및 삼

족오 칼라탁본 체험

기획체험프로그램운영 2010 아차산역

사탐방, 아차산고구려지킴이, 사신도

이야기, 안녕하세요? 광개토태왕님!, 

고구려유물이야기, 우리생활 속의                      

고구려, 삼족오 연만들기 외 

도끼 외날 도끼는 평양 지역 벽화그림의 부월수가 들고 있는 것과 동일형이다. 횡공부

의 기능은 호위용으로 사용된 의장용 무기로 보기도 하지만, 한강유역의 고구려보루에

서 출토되고 있는 도끼는 유적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전용 무기로 추정된다. 부채꼴의 

쌍날형태로 된 도끼는 무기 외에 목재를 다듬는 목공용구로 보기도 한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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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다도박물관은 한국 차(茶)문화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도록 2001년 5월 20일 개관한 등록 전문사립박물관이

다. 부지 1만여 평 위에 조각공원, 팔도장독 전시 등의 부대시

설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예술 문화교육공간으로 설립되

었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외국인들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도와 전통 예절체험 등을 교

육 받을 수 있으며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 생태 연못, 잔디정원을 조성하였으며, 민속

놀이(투호례, 제기차기, 윷놀이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전시실 차와 관련된 토기와 유물을 전시 중이다. 비정기적으로 기

획전이 함께 열리기도 한다. 조각 공원 잘 정리된 정원에서 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Gyeonggi Bukbu

김포다도박물관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32  전화 031-998-1000

Gimpo Tea Etiquette Museum

김포다도박물관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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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 대학, 다도대학원 박물관에

서는 3월, 9월 개강해 주1회 2시간 박

물관 문화대학, 다도대학원을 운영한다. 

한·중·일 동양 삼국의 차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른 과정과 내용으

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수

업을 진행하면 된다.

SPECIAL PROGRAM

청화백자 복숭아형 5인 다기

청자양이수구주자 백자‘대’명발

CURATOR’S CHOICE

곱돌화로와 청자연잎형음각잔  3,000여 점의 유물 중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고려시대

에 만들어진 곱돌화로와 청자 꽃잎 잔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곱돌화로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고려시대의 곱돌화로가 남아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곳의 화로는 조선말까

지 민가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청자 꽃잎잔은 역사적, 미적 가치가 특히 높다. 그 밖에 불교

에서 사용하는 헌다잔, 임금이 내리던 차를 담았던‘진상다병’등의 유물들도 놓칠 수 없

는 볼거리다.

주요 소장품 도자기류(백자·청자·토기), 금속류(화로·풍로·연지), 서화류(동다송병풍·화초병풍·

전각), 목기류(규방다례상·선비다례상·팔각상), 자수류(의거리장·화초장·함·문갑·사방 탁자·

노리개), 전각(판각) 등 3,000여 점과 전통 예절에 관한 도서 500여 권  개관 2001년 5월  관람시간 

10:00~18:00(3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사전 접수시 단체 관람 및 교육 

가능)  관람료 개인 일반 : 3,000원 / 초·중·고생 : 2,000원 / 어린이 : 1,500원 단체(20인 이상)  일

반 : 2,000원 / 초·중·고생 : 1,500원 / 어린이 : 1,000원 4세이하 무료관람. 개인 및 단체(유치원, 학

교, 공·기업체 등 기타단체)의 교육은 사전접수만 가능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32  전화 

031-998-1000  홈페이지 www.yemyung.org(update 중) 다음카페 http://cafe.daum.net/iyemyung  

교통편 대중교통: 강화도행버스(군하리 하차)→ 택시이용(5분)또는 김포시내 순환버스 101번,102번 이

용 다도박물관 앞 하차 도보 8분 소요. 승용차: 48번 국도 강화도 방면→청소년수련관·조각공원과 애

기봉 삼거리에서 애기봉 방향으로 5분소요(주차안내: 무료, 박물관 內 주차장 (대형버스 박물관 입구 

주차장 이용)  주변 명소 한재당, 애기봉, 덕포진, 덕포진교육박물관, 김포조각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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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풍경과 현대 미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

술관이다. 한국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구조물이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각 층은 모두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다. 남송이라는 이름

은 남궁 원 관장의 아호이자 피아니스트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남궁 송의 애칭이기도 하다. 가평 명지산 

자락과 연인산 입구에 있는 남송미술관은 소장품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기획전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청정지역 가평을 중심으

로 수도권의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교류하고 있

다.  또한 매년 국제아트쇼를 개최하여 국내·외 미술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세계적인 명소

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1층전시실 기획전이 열리며, 젊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2층전시실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1층 전시실과 함께 기획전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3층체험학습실 관

람객들이 직접 체험학습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참여작가 숙소가 있다. 4층누각 

야외 전시실로 전통 누각이기 때문에 고즈넉한 느낌이다.

Gyeonggi Bukbu

남송미술관

주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198-9  전화 031-581-0772

Namsong Art Museum

남송미술관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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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 Belle의 <Flower>

유영교의 <모자상> 남궁환의 <Transmigration de Centre>

CURATOR’S CHOICE

허수아비에 고향의 향수를 담아내다  남궁원 관장은 20년 전부터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시

골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허수아비를 그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 농사를 짓던 시절의 향수

를 허수아비에 담아냈는데, 일련의 연작을 통해 현대적인 해석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미술

관 근처에 허수아비 마을도 설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허수아비만들기, 누드사진촬영대회, 

전국 아동 미술제, 백일장, 전국송이음악경연대회 등 허수아비 축제를 열고 있다.

주요 소장품 현대 회화, 조각, 오브제 등  개관 2005년 11월  관람시간 10:00∼18:00(3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대인 2,000원(성인, 대학생) , 단체(20명 이상), 

소인(유·초·중·고·군인) 1,000원, 65세 이상·장애인 무료  주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198-

9  전화 031-581-0772  홈페이지 www.namsongart.com  교통편 대중교통 : 청량리역 경춘선 기차 

가평역하차 또는 동서울 터미널 가평행버스 이용 가평 하차 후 백둔리행 군내버스 (1일 4회 35분 소

요), 승용차 : 가평오거리→ 가평읍내 진입 → 북면방향 → 목동삼거리에서 명지산, 연인산 방향 좌회전

후 직진 → 연인산, 백둔리방향으로 좌회전후 백둔교 건너 3km 지점 주변명소 가평 백둔마을, 가평 영

양잣마을, 자라섬, 남이섬, 유명산, 연인산, 명지산, 어비계곡, 용추폭포, 아침고요수목원, 칼봉산 자연

휴양림, 수덕산, 대금산, 귀목봉, 현리유원지, 청평자연휴양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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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은 인간이 처음 대하는 읽을거리인 동시에 

예술품이다. 헤이리예술마을에 자리한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

은 그림책을 통해 누구나 예술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전시관

이다. 편집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물론 어린이 독자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전시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

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을 보고 놀 수 있는 공간, 키즈 북 라운지에는 4,000여 권의 그림책이 마련되어 있

는 등 자료도 풍부하다. 세계 여러 나라 그림책 원화와 만날 수 있으면서 국내 그림책 작가와의 교류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전시실 복층에 걸쳐 있으며 연 5회 정도 특별전이나 기획전이 열

리고 있다. 키즈 북 라운지 어린이 눈높이로 배치된 작은 도서관이

다. 책 외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다.

Gyeonggi Bukbu

Neverland Picture Book Museum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3 헤이리 아티누스 지하 1층

전화 031-948-6685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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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북 라운지

입구전시실

앨리스와 신데렐라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신데렐라> <빨간모

자> 같은 세계 각국의 그림책과 번역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유럽 책에서부터 현대 

국내외 그림책 원화까지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전시에 따

라 나누어 선보이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관람하기 쉽게 전시되어 있다.

NOTE

주요 소장품 그림책, 원화 등  개관 2006년 12월  관람시간 11:00~20:00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 4,000원, 어린이 3,000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3 헤이리예술마을 아티누

스 지하 1층  전화 031-948-6685  홈페이지 www.heyri.net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서 200번 버스 이용 헤이리 4번 게이트 하차. 3호선 대화역에서 택시로 20분 소요 승용차: 자유로 이

용 성동 I.C 진입 직진 후 성동 사거리에서 좌회전 헤이리예술마을 4번 게이트  주변 명소 도라산전망

대, 감악산, 반구정 및 황희정승 영당, 벽초지문화수목원, 보광사, 오두산통일전망대, 운계폭포, 임진

각, 자유로 아쿠아랜드, 제3땅굴, 통일공원, 판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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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진교육박물관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32-1  전화 031-989-8580

덕포진교육박물관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사

고로 시력을 잃은 아내(이인숙)을 위해 남편이자 역시 초등학교

에서 교편을 잡던 김동선 선생이 설립했다.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던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김동선 선생의 약속이 현실화된 공간

이다. 물론 평소에 어린이들이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을 

꿈꿔왔던 선생의 의지가 큰 밑그림이 되었다. 1996년 그간 수

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개관한 박물관은 옛 교실에서 이인숙 

선생의 풍금 반주로 진행되는 음악 수업과 김동선 선생의 수집물을 이용한 체험 수업이 알려지면서 학생

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다. 산교육의 현장으로 손색이 없는 교육 박물관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인성교육관 옛 교실의 모습과 근대적인 교육 관련 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교육사료관 입구

에는 서당의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농경문화관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각종 도구들을 볼 수 있다.

Gyeonggi Bukbu

Dukpojin Education Museum

덕포진교육박물관

김포시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28 2011-07-19   오후 3:53:08



229

INFORMATION

각종 교과서

체험 학습장

교육 사료관

주요 소장품 교육 용품 및 옛 생활 용품  개관 1996년  관람시간 10:00~18:00  휴관 무휴  관람료 어

른 2,500원(단체 2,000원), 청소년 2,000원(단체 1,500원), 초등학생 1,500원(단체 1,200원), 유치

원 1,000원(단체 800원)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32-1  전화 031-989-8580  홈페이지 

www.dpjem.com  교통편 대중교통: 광화문, 시청 방면에서 631번 버스 이용, 영등포역에서 7번 버스 

이용 당산역, 송정역, 김포 양곡을 거쳐 대명초교 앞 하차 덕포진 방면으로 도보 10분 승용차: 48번 지

방도로 이용 김포, 양곡을 거쳐 352번 지방도로 진입 대곶을 지나 초지대교 건너기 전 덕포진 방면 우

회전  주변명소 대명포구, 김포조각공원, 김포향교, 덕포진, 문수산성, 수안산성, 애기봉, 장릉, 진산물

고기관광농원, 태산패밀리파크 등

엄마 아빠 학교 다닐 적에  제1전시실에는 ‘엄마 아빠 학교 다닐 적에’라는 테마로 옛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공간이 있다. 교실 한가운데는 갈탄 난로와 연통이 있고 난로 

위에는 도시락이, 그리고 낡은 교탁 옆에는 작은 풍금도 놓여 있다. 이곳은 체험 학습장이

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관람객들의 훌륭한 기념 촬영 장소가 되고 있다.

CURATOR’S CHOICE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29 2011-07-19   오후 3:53:10



230

EXHIBITION HALL

생태계가 살아 있는 청정지역 파주시 법원읍 초리

골에 자리잡은 박물관이다. 이곳에서는 소설가 강위수, 김애영 

부부가 30년간 수집한 민속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있다. 실내 전

시실에서는 원삼국에서부터 고려, 조선, 근대에 쓰였던 도자

기, 옹기, 농기구, 직조용구 등의 다양한 생활용구를 전시한다. 

야외 전시 공간에는 장독대, 터주가리, 헛간, 방앗간, 원두막, 

상여막 등이 복원되어 있어 근래 보기 힘든 여러 민속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원추리, 산

나리, 들국화 같은 야생화가 피어 있어 시골 고향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어 과거의 향수에 젖어 보기 좋은 곳이다.

도자전시실 적색토기, 회색토기, 청자, 분청, 백자, 옹기 등 용기와 목가구를 전시한다. 기획

전시실 매년 1~2회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탈전시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탈

과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을 만날 수 있다. 근세생활사 전시실 직조용구, 계량용구 등 지금은 

볼 수 없는 갖가지 살림살이를 전시한다. 아날로그 전시실 영사기, 타자기, 재봉틀 등 아날

로그 제품을 볼 수 있다. 너와집 너와집 안에는 토속 신앙의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상여막 

마을에 초상이 나면 공동으로 사용했던 꽃상여가 놓여 있다. 농경전시실 호미, 써레와 같은 

옛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다. 체험실습실 북, 장구, 꽹과리 같은 악기나 다듬이질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야외전시 헛간, 대장간, 원두막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각종 체험학습을 해볼 

수 있다.

Gyeonggi Bukbu

Durumea Museum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139-5  전화 031-958-6101

두루뫼박물관

두루뫼박물관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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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고배

상감청자

유지화약통

백제 삼족토기

주요 소장품 토기, 도자기, 생활용기 등 6,000여 점  개관 1998년 11월  관람시간 10:00~18:00  휴

관 무휴  관람료 어른 3,000원, 중고생 2,500원, 어린이 2,000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139-5  전화 031-958-6101  홈페이지 www.durumea.org  교통편 대중교통: 버스 서울 불광동 서부

터미널 17, 31번, 의정부·양주 32, 32-1, 35번, 일산·운정 600번, 파주시내 11, 12, 13, 16번 번 버

스 이용 모두 법원도서관 하차 후 1km 도보, 전철 경의선 월롱역 하차 후 16, 17, 32, 32-1, 600번 버

스로 환승. 법원도서관 하차 후 1km 도보, 승용차: 구파발 방향 1번 국도(통일로) 진입, 봉일천 사거리

에서 1번 국도 우회전(문산 방향) 주라위 삼거리(파주역)에서 법원읍 방향 우회전해 법원읍 사거리에서 

우회전 1km 법원시립도서관 좌측(초리골 입구) 1km 직진  주변 명소 도라산전망대, 감악산, 반구정 및 

황희정승영당, 벽초지문화수목원, 보광사, 오두산통일전망대, 운계폭포, 임진각, 제3땅굴, 통일공원, 

판문점, 헤이리 예술마을 등

두루뫼 마을 이야기  두루뫼는 강위수 관장이 태어난 마을 이름이다.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동장리 주산동, 흔히 두

루뫼로 불렸던 그 마을은 한국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 북측 완충지대에 속해 반세기에 걸쳐 접근 불가능 지역이 되고 

말았다. 건강한 곡식 대신 지뢰가 묻힌 그곳은 이제 마을이 존재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위수 관장은 두루뫼와 가까운 거리에 이 박물관을 설립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박물관은 

고향을 대신해 소중한 추억을 전해줄 것이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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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0-3  전화 031-969-768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을 지낸 고(故) 김찬식 선생

이 설립한 조각 전문 갤러리다. 한국 현대 조각의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아들인 김성래 선생이 대를 이어 운영하

고 있다. 미술관은 야외조각전시장과 실내전시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실내전시장은 전시 공간 이외에 미술 관련 자료실과 세

미나실이 갖춰져 있어 미술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술 작품 외에도 국내·외 300여 권의 장서와 5,000매의 슬

라이드, 2,000종의 팸플릿, 각종 학위논문 및 미술 관련 간행물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연중 유명 조

각가들의 기획전·개인전 개최를 통한 중진 작가의 발굴과 함께 신예 작가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운

영하고 있다.

실내 전시장 현대 조각 작품 전시, 상설전과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외조각전시장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조각 작

품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Gyeonggi Bukbu

Mok-am Museum of Art

목암미술관

목암미술관

고양시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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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자의 <Evolution> 김시자의 <Evolution>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조각, 공예, 서양화, 판화 등 현대 미술품 146점  개관 1994년 4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월요일, 공휴일  관람료 성인 2,000원(단체 1,500원), 어린이·청소년 1,500

원(기획전, 사회 교육 관련 무료)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0-3  전화 031-969-7686  홈페

이지 www.mokam.or.kr  교통편 대중교통: 고양시에서 703번, 85번 버스 이용 고양동 삼거리 하차 후 

목암리군인아파트행 마을버스 이용 승용차: 외곽순환도로 벽제I.C에서 의정부 장흥 방면 39번 국도를 

따라 목암리 도착  주변 명소 고려 공양왕릉, 고양향교, 벽제관지, 북한산성, 서삼릉, 서오릉, 어린이천

문대, 원당종마목장, 킨더랜드, 태고사, 테마동물원쥬쥬, 행주산성, 행주서원지, 호수공원, 흥국사 등

조각가로서의 김찬식  목암미술관에는 설립자인 김찬식 선생의 작품이 연대별로 소장되어 

있다. 특히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인체와 생명력을 모티브로 한 작품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한국 현대 조각가 1세대로 불리는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서 한국 현대 조

각의 원류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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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93-1   전화 031-985-0005

보름산미술관은 고촌(高村) 보름산 자락에 자리 잡

은 지역문화공간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목가구와 석물 그리

고 옛 기와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도 있으며 작은 음악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름산미술관은 

대보름날처럼 풍성한 여유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본관 1층 전시장 회화, 사진을 비롯한 평면미술 작품을 기획전 혹은 

특별전 형식으로 전시합니다. 별관 1층 전시장 망와 등 전통 미술품

을 상설전 형식으로 전시합니다. 야외 전시장 각종 석물 등 야외 조

각품 전시를 위한 공간 및 작은 식물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Gyeonggi Bukbu

The Boroomsan Museum

보름산미술관

보름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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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와

한성필

야외전시장

CURATOR’S CHOICE

주요 소장품 현대 미술 작품, 망와, 석물, 목공예품, 도자  관람 시간 10:00∼18:00(하절기 4월∼10월) 

10:00∼17:00(동절기 11월∼3월) ※ 일요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개관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

일, 설날, 추석 연휴 기간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www.boroomsan.com  교통편 김포 공항 및 김포시

청에서 15분 소요, 대중교통 : 김포 고촌 버스정류장 하차 후 안내 표지 따라 도보로 15분 소요, 승용차 

: 김포 고촌읍 진입 후 안내 표지 따라 차로 3분 소요, 주차 다수 가능  주변 명소 장릉, 문수산성, 김포

조각공원, 대명항 등

보름산미술관은 민둥산에 반쯤 걸린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반원 형태로 지어졌다. 화가이자 건축가인 장정웅의 작품이

다. 건물은 크게 본관(지상 2층)과 별관(1층), 다목적홀(2층) 그리고 별도의 사무동으로 나누어진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

만 전시장, 세미나실, 카페, 책방, 작업실 등으로 쓸모 있게 나누어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손색

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그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외

관을 통유리로 마감하였고, 1층과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천장까지 유리로 처리하여 자칫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미술관 내부를 한층 밝게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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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리 술 박물관은 고양시에서 4대째 술도가를 

이어온 박관원 선생이 10년 동안 준비해서 설립한 것이다. 박

물관은 우리 전통 술의 맥을 잇고 그 역사를 보존 계승시키고자 

한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애환과 함께하며 고달픈 삶에 활력을 불어넣은 우리 전통 술의 역사를 한자리에

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간 소장해온 전통 술 관련 각종 기구와 도구, 제조 과정까지 볼 수 있다. 후세에게 

우리 술 문화의 미덕을 일깨워 주는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제1전시실 술의 역사를 담았다. 조선 중기 탁주, 약수, 소주를 빚을 때 사용했던 도구와 통

일 신라시대에서부터 술 저장용으로 쓰였던 술독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 조선 말기에 

술을 빚던 과정을 미니어처로 재현했다. 술 재료 준비 과정부터 술을 보관하고 배달하던 모

습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

Gyeonggi Bukbu

Baedari Korean Traditional Wine Museum 
주소 경기도 고양시 성사1동 470-1  전화 031-967-8052

배다리술박물관

배다리술
박물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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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틀

청주사입독 소주고리

내부 전경

주요 소장품  주류 관련 물품 및 유물  개관  2004년 7월  관람시간  10:00~18:00(평일), 

10:00~19:00(주말)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고양시 성사1동 470-1  전화 031-

967-8052  홈페이지 www.baedari.co.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원당역 6번 출구 의정부·

벽제 방면 도보 5분. 고양시내에서 원당-문발리 간 5번 버스 원당역 하차 의정부·벽제 방면 도보 5분. 

기타 지역에서 간선버스 706번·707번이나 지선버스 7733번 이용 원당역 하차 승용차: 원당 방면 원

당역에서 의정부 방면 1km  주변 명소 고려 공양왕릉, 고양향교, 밤가시 초가, 벽제관지, 북한산성, 서

삼릉, 서오릉, 어린이천문대, 원당종마목장, 킨더랜드, 태고사, 테마동물원 쥬쥬, 행주산성, 행주서원

지, 호수공원, 흥국사 등

배다리 술도가  배다리 박물관의 박관원 관장은 1915년 배다리 술도가 인근상회를 창

업한 박승언 옹의 4대손이다. 그는 능곡양조장을 계승받았으며 1972년부터 능곡 등 5

개 지역 양조장이‘고양탁주 합동제조장’으로 통합된 후 대표이사로 일해온, 우리 술

의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고양막걸리는 여느 막걸리와 같은 살균주가 아니라 

보존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생주로 쓴맛, 단맛, 시원한 맛, 신맛 등 일곱 가지 맛이 고

스란히 살아 있다. 이러한 맛의 비결은 100년 전, 1915년 인근상회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끝맛이 개운한 배다리 술도가의 전통은 이 박물관에서 이어지고 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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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머나먼 아프리카를 우리 가

까이에서 체험하며 독특한 아프리카 문화를 직접 느끼고 교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립자의 뜻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천점의 아프리카 민족들의 유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각품

들과 생활용품, 공예품, 미술품, 박제관 등이 있고 야외조각공

원을 비롯하여 아프리카민속춤공연장, 체험학습장과 산책로를 

따라 울창한 숲이 공원을 이루는 아프리카 종합테마파크입니

다. 광릉수목원과 함께 가까운 여행코스로 더욱더 각광을 받고있는 가운데 현재 동물박제관이 또다시 개

관을 앞두고 있으며 아프리카토속음식점과 열대식물원등의 시설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경기북부권의 

여행과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지역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인 홀 정면의 큰 목조각은 동부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의 유명한 흑단 목조각으로 마콘데 

조각이라고 한다. 전시장 성인식, 왕·족장, 출산, 악기, 식민지 시대의 아픔들, 퉁가부족 북, 

피그미족의 배와 노가 전시 제2전시장 생활용품, 결혼용품, 장례용품, 전쟁·사냥용품이 전

시되어 있다. 제3전시장 아프리카 가면이 500여점 전시되어 있다. 제4전시장 아프리카의 현

대 미술을 엿 볼수 있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 조각공원 쇼나 석조각이라고 불리는 남

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다. 공연장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에서 초

청한 아닌카공연단의 아프리카 전통춤을 감상할 수 있다. 

Gyeonggi Bukbu

African Art Museum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41번지   전화 031-543-3600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아프리카예술박물관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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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아프리카관련 주요예술품 2,000점 관람시간 10:00∼18:00 관람료 성인(일반, 대학생 포

함) 5,000원 청소년 4,000원 초등,유아(만 5세는 무료) 3,000원  홈페이지 www.africacultural-center.

com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41번지  전화 031-543-36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소요

시간 약 1시간  교통편 승용차: 의정부에서 포천방향 43번 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축석검문소(축석휴게

소)에서 광릉수목원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2km 우측방향  주차안내 약 150여대 무료주차 11)  부대시

설및주변환경 아프리카민속춤공연과 야외조각공원, 산책로, 체험학습장, 연못, 범퍼카놀이장  주변 명

소 광릉수목원, 베어스타운, 광릉분재공원 등

아프리카에는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독특한 춤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점하고 있는 수많은 

부족의 토속 춤은 사회적 문화적인 내용뿐 만 아니라 신앙과도 밀접히 관련 되어 있으며, 부족을 결속시키고 마을을 

유지하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춤은 아프리카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냥, 수확, 출생, 성인

식, 결혼, 질병과 치유, 죽음 등 모든 축제나 의식 때는 반드시 춤이 수반되며, 그들은 춤을 통한 신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의사를 진솔하게 나타내었다. 아닌카(AANINKA) 공연단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브와르의 원주민들로 

이 나라의 수도 아비장(Abidjan)의 예술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었으며, 서부 아프리카의 전통춤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되었다. 

NOTE

가면전시실

바문왕 전시실

아프리카 현대수공예품 갤러리 아트숍 2

공연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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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전문 박물관으로 5대째 화살을 만들고 있는 

궁시장(弓矢匠) 유영기(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선생이 만든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은 소리 나는 화살 

효시(嚆矢), 불화살 화전(火箭), 다연발 화살 신기전, 천자·지

자·현자 등의 각종 화살과 국궁 자료, 제작 도구 등 300여 점

이다. 이 중에는 장정 서너 명이 겨우 화살대를 장전할 수 있는 

석궁도 있고, 복원된 옛화살도 있다. 박물관에서는 화살제작도

하고있는데, 재료는 해풍을 받아 곧고 무게가 일정한 2년생 대나무를 쓰며, 깃대는 꿩의 깃털을 사용한다. 

화살촉은 쇠로 만드는데, 한국전쟁 직후에는 총알 탄피를 갈아서 쓰기도 했다. 선인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

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박물관이다.

실내 전시실 각종 활, 화살, 쇠뇌, 각종 용품 및 제작 도구, 화살을 만드는 장인에 관한 자

료, 외국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 체험 공간 전통 활 쏘기, 쇠뇌 쏘기 체험장과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Gyeonggi Bukbu

Youngjip Bows & Arrows Museum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2리 242-5  전화 031-944-6800

영집궁시박물관

영집궁시박물관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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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화살 오동전통 개량 궁

주요소장품 활, 쇠뇌, 화살, 궁시 등 관련 물품 300여 점  개관 2001년 5월  관람시간 10:00~18:00(4

월~9월), 10:00~17:00(10월~3월)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료 성인2,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유

치원·초등학생 1,000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 2리 242-5  전화 031-944-6800  홈페이지 

www.arrow.or.kr  교통편 대중교통: 광화문에서 9709번, 일산에서 773번, 대화역에서 150번·900

번, 적성터미널에서 92번, 마두역에서 90번 버스 이용 금촌에서 하차 후 900번으로 환승, 영집궁시박

물관하차. 백석역에서 200번 버스 이용 헤이리 하차 후 민들레 병원 방면 1km 승용차: 자유로 문산방

면 직진 통일동산으로 진입 후 직진 성동사거리, 헤이리사거리, 통일촌 삼거리 지나 법흥삼거리에서 좌

회전 700m  주변 명소 도라산전망대, 감악산, 반구정 및 황희정승 영당, 벽초지문화수목원, 오두산통

일전망대, 운계폭포, 임진각, 자유로아쿠아랜드, 제3땅굴, 통일공원, 판문점, 헤이리예술마을 등

한국의 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은 매우 짧으며 탄력의 요소가 다른 물체를 결합한 복합궁인 각궁이다. 이 외에 

대나무로 제작된 죽궁과 철, 나무로 만든 철목궁, 철로 만든 철궁등이 있다. 반면 화살은 주로 그 지역에서 나는 재

료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과거 남쪽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써서 만들었는데 이를 죽전이라 불렀고, 그 외 지역에서는 

싸리나무, 버드나무 등을 이용했다. 이를 목시라 불렀으며 싸리나무로 만든 화살은 귀했다고 한다.

NOTE

용두삼시수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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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게 하는 박물관이

다.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고 UN 참전

국과의 우호 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문화 발전 및 경

제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관했다. 소요산 입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각 층에는 주제별 조형물과 전쟁에 참전했던 UN 연합

군에 대한 정보, 당시 사용되었던 물건이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변천사를 전시하는 공간과 전

쟁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는 곳도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생

생하게 알려줌으로써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박물관이다.

1층 전시장 해방에서부터 한국 전쟁 직후까지 시대적 사실을 도자기 부조로 표현했다. 소규

모 특별전 전시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2층 전시장 UN군의 참전 규모, 구성, 주요 전

투, 피해 상황을 3차원 디오라마 및 그래픽 패널 등으로 전시하고 있다. 3층 전시장 1960년

대부터 현대까지 동두천시의 변천사와 전쟁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야외전시장 비행

기 11대 등 전쟁 당시에 쓰인 대형 무기류와 추모탑을 볼 수 있다.

Gyeonggi Bukbu

Freedom Protection Peace Museum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길 36  전화 031-860-2058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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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전일지

전시실 내부 야외전시장

주요 소장품 한국전쟁 자료, 유물, 동두천 역사 자료 등  개관 2002년 5월  관람시간 10:00~18:00(3

월~10월), 10:00~17:00(11월~2월)  휴관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관람료 성인 1,000원(단체 

800원, 동두천 시민 500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단체 400원, 동두천 시민 250원), 어린이 400원(단

체 300원, 동두천 시민 200원)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길 36  전화 031-860-2058  홈페이지 

www.ddc21.net/_family/free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의정부 북부역 하차 후 버스 이용, 수유

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36번·37번·39번·136-5번·139-5번 버스 종점(소요산) 하차 승용차: 의정

부 국도 3호선 이용 동두천 지나 소요산 도착  주변명소 소요산, 자재암, 보산동관광특구거리, 어등산

레포츠공원, 마차산, 왕방산, 쇠목계곡,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등

지평리 전투  1951년 2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미 제사단 제23연대가 배속

된 프랑스 대대와 함께 지평리에서 중공 제39군 예하 3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막아낸 방어 

전투다. 지평리는 방어 진지 편성에 적합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합군은 이곳에서 중

공군의 공격을 고립 상태에서 4일이나 막아냈는데, 마침내 지원군이 포위망을 뚫고 지원함

으로써 전선의 연결이 이루어져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UN군이 전쟁에 참여하고 처음으로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던 전투이며 당시 전쟁의 추이를 

바꿔놓았다. 박물관에는 당시 격렬했던 지평리 전투를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CURATOR’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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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은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인 전곡

리 선사유적의 이해와 체험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관람객

이 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방문객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한 모든 방문객들

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전곡선사박물관

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곡선사박물관은 전곡리 구석기유

적지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등의 구석기 유물들을 

중심으로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시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유물들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앞으로 선사시대 문

화와 인간생태를 주제로 하는 전문성과 고유한 개성을 갖춘 특화된 전문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고고학체험실

다목적 강당,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야외체험장

Gyeonggi Bukbu

Jeongok Prehistory Museum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6-1  전화 031-830-5600

전곡선사박물관

전곡선사
박물관

마산면

동두천시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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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전곡리 구석기유적 출토 석기, 고인류 화석 모형, 고인류 복원 모형, 동물박제 등  관람시

간 9:00∼20:00(하절기 21:00)  휴관일 연중무휴  관람료 초등학생 1,000원 / 중·고교생 2,000원 / 

일반 4,000원(개인 한정 경기도민 50% 할인, 미취학 어린이,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우, 국가유

공자, 군인(하사관이하) 무료, 단체는 20명 이상이며 폐관시간 30분전까지 입장 가능  홈페이지 www.

jgpm.or.kr  교통편 대중교통 : 경원선 ‘한탄강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

서 경원선으로 환승) 버스 - ‘사랑동삼거리’ 하차(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하차 후 ‘연천’ 또는 ‘전곡’ 행 

버스로 환승) 승용차 : 연천-3번국도-동두천방면-사랑동삼거리-전곡선사박물관, 서울-3번국도-의정부

방면-동두천방면-연천방면-한탄대교-사랑동삼거리-전곡선사박물관, 서울-자유로-당동IC-37번국도-

적성방면-연천,전곡방면-사랑교북단-전곡선사박물관  주변명소 전곡리 선사유적지, 허브아일랜드

School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책이 아닌 전시물을 통해 고고학을 쉽고 재미

있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와 키트를 활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전시물을 탐구하고 분석하며, 과학적인 고고학 발굴의 과정을 

알아가면서 사고의 확장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CURATOR’S CHOICE

전시실 내부

전곡리 주먹도끼

교육체험명 어린이·가족 대상 프로그

램,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가족대상 

프로그램은 학습과 놀이를 통한 다양한 

고고학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강사중심

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간

의 ‘대화’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도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

킬 것입니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가이

드프로그램/ 과학으로 하는 고고학(외찌 

미라)/ 구석기시대 동굴벽화 탐험/ 나는

야!! 구석기시대 패션디자이너~/ 지질

탐방학습!!/ 나도 고고학자!!/ 특별프로

그램(학예사와 함께하는 석기만들기)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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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1  전화 031-962-7171

본격적인 중남미 문화를 다루고 있는 문화원이다. 

마야·잉카 제국의 유물 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멕시

코-중미 일대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코스타리카·파나마 

일대의 쪼로떼가 토기, 니꼬야 반도의 메따떼, 베라끄루스 지

방의 올메까와 꼴리마 등이 진열되어 있다. 이 외에도 코스타

리카와 멕시코 똘떼까 왕조의 석조물과 카리브 해 따이노 족의 

사람 모양을 한 조각 석기, 멕시코의 비취 목걸이, 코스타리카

의 곡물 빻는 기구 등 중·남미 지역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

품들을 볼 수 있다. 각 전시관 사이의 복도에는 가톨릭과 인디오 종교가 혼합된 중남미 종교 그림과 각국

의 현대화 및 조각물도 볼 수 있다. 전시활동 외에도 연극 및 음악회 개최, 중남미문화 강좌, 중남미 요리 

강좌, 연구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물관 중남미 각국의 찬란한 고대 유산과 역사, 생활상을 한자리

에서 볼 수 있다. 미술관 근·현대 중남미 작가들의 회화, 조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기획전이 열린다. 조각공원 중남

미 12개 국 작가들의 작품과 인디헤나들을 전시한다.

Gyeonggi Bukbu

Latin American Cultural Center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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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체험 학습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세계관

을 심어주고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남미문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

된다. 주중학습, 주말 학습, 방학 기간 

등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중남미 그림, 조각, 유물 등  개관 1997년  관람시간 10:00~18:00(4월~10월), 

10:00~17:00(11월~3월)  휴관 무휴  관람료 성인 4,500원, 군인·중고생 3,500원, 어린이 3,000원

(40인 이상 단체 20% 할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1  전화 031-962-7171  홈페이

지 www.latina.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7731번·703번·33번 

버스 이용, 의정부(경기도 제2청사, 시외버스터미널, 경민대학)에서 김포공항행 버스 이용 고양동 시장 

하차 후 맞은편 훼미리마트 골목 도보 10분(또는 훼미리마트에서 마을버스 8번 이용 문화원 하차) 승용

차: 행주대교에서 39번 도로 이용 벽제고가 못미쳐 우측길로 진입 1번 국도로 좌회전 1km 필리핀 참

전비 앞 신호등에서 우회전 65번 도로에서 3km 좌측  주변명소 고려공양왕릉, 고양향교, 밤가시 초가, 

북한산성, 서삼릉, 서오릉, 어린이천문대, 태고사, 행주산성, 행주서원지, 호수공원 등

CURATOR’S CHOICE

멕시코 가면 문화  과거 인디오들은 여러 모양의 가면을 만들었다. 멕시코 동해안 지대에 사

는 또또낙 인디오들은 가면으로 얼굴을 덮음으로써 일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영혼을 

해방시키고자 했으며 또 새로운 얼굴과 에고, 영혼을 느꼈다. 나무, 가죽, 천, 철기, 석기, 토

기 등의 재료와 색채를 이용한 가면은 축제, 의식에 사용되며 죽음, 귀족, 천사, 동물, 나비 

등 다양하다. 그 중 죽음의 가면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입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원에서 멕시코 지역의 가면을 만나는 일은 이채로운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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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박물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2동 1328  전화 031-900-7070

증권예탁결제원이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

립한 박물관이다. 또한 유가증권을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이기도 하다. 박물관 향후 실물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 

증권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경제적 유물인 증권 실물의 보

존과 증권 발행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식, 채

권으로 대표되는 유가증권은 당대의 시대적 경제적 상황을 담

고 있으며 관람객은 유가증권을 살펴보며 그 시대의 삶과 문화

를 유추할 수 있다. 박물관에는 세계 최초로 발행된 주식회사 주권과 각 나라의 테마별, 지역별 증권, 조선

시대 수표, 북한 증권을 비롯해 전 세계 증권의 400년 역사가 재현되어 있다. 더불어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증권 거래와 자본 시장 증권의 역사에 대한 전시실이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증권과 에디슨, 찰리 채플린의 사인이 있는 증권을 전시한다. 조선시대 수표

와 근·현대의 증권이 있어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증권 관리와 예탁 결제 증권예

탁결제원의 기능과 증권 시장에서의 역할을 소개한다. 30년 전 증권을 인쇄하던 가쇄기나 

위조 증권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 있다. 증권갤러리 진귀한 유가 증권, 역사적으로 의

의를 갖거나 희귀한 것,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증권을 전시한다.

Gyeonggi Bukbu

Securities Museum 

증권박물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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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식산은행 주권

조선시대 수표

월트 디즈니 주권

경제 교육 프로그램 관람객의 연령 및 

이용 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경

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5명 이상

의 단체관람 예약시 다양한 시청각 매

체를 활용한 경제 특강을 들을 수 있다.

SPECIAL PROGRAM

주요 소장품 증권, 관련 유물 등  개관 2004년 5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매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관람료 무료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2동 1328  전화 031-900-7070  홈페이

지 www.stock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백석역 2번 출구에서 200m 직진 고양

우편집중국 골목 2분 거리. 76·83·9700·9702·77-2·88·707·7727번 버스 백석역 하차 승용

차: 외곽순환도로 이용 일산I.C에서 백석역 사거리 좌회전 고양우편집중국 삼거리에서 유턴해 고양우

편집중국 골목 우회전. 자유로 이용 장항I.C에서 장항사거리 우회전, 고양우편집중국 삼거리 좌회전 고

양우편집중국 골목 우회전  주변명소 고려 공양왕릉, 고양향교, 밤가시 초가, 벽제관지, 북한산성, 서삼

릉, 서오릉, 어린이천문대, 킨더랜드, 태고사, 행주산성, 행주서원지, 호수공원 등

CURATOR’S CHOICE

북한 증권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 판매된 증권은 1950년에 발행된 인민

경제발전 채권과 2003년에 발행된 인민생활공채가 전부다. 모두 박물관 증권 갤러리에 전시되

고 있는데, 두 채권의 특징은 당첨자에게 높은 원리금을 주고 낙첨자에게는 만기일에 원금만 

상환하는 이른바 복권식 상환방식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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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룩스조명박물관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624-8  전화 031-820-8001∼2

인류 조명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

관으로 감성 조명을 만드는 기업 (주)필룩스에서 설립했다. 내

부 전시실에서는 토기 등잔, 나무 등과 유기 촛대, 남포 등을 비

롯한 과거 조명구와 에디슨의 백열전구, 백열등, 형광등 같은 

근·현대 조명, 미래 조명 인감성 조명까지 다양한 조명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측은 관람객을 위해 조명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명 강좌 및 관련 영상물을 방영하

고 있다. 인간이 만든 빛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조명관 홰, 관솔 등 원시 등화구에서 토기 등잔, 청동 촛대, 유기 촛대, 등잔, 램프, 남

포등, 가스 등을 전시한다. 근·현대조명관(에디슨관) 우리나라에 백열 전구가 처음 들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특허 복사본 등을 전시한다. 조명예술관 이

벤트 전시 공간이다. 웨딩, 추수감사 등의 주제가 담긴 캔들관, 우주공간, 감성의 숲 등 다

양한 조명을 느낄 수 있다. 감성조명체험관 인간의 감성에 근거한 조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식욕을 저하하는 조명,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 조명 등 다채로운 조명 체험을 할 수

있다. 조명교육관 조명의 원리에서 상식, 공해 같은 전문 주제를 다루며 강의나 체험학습이 

병행된다.

Gyeonggi Bukbu

Feelux Lighting Museum 

필룩스조명박물관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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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트관 - 감성의 숲

박물관 입구감성조명체험관

주요 소장품 등화구, 조명구, 현대 미술 작품 등 약 10,000여 점  개관 2004년 9월  관람시간 10:00~ 

17:00  휴관 매주 일요일, 공휴일, 명절  관람료 무료(특별 전시 기간 유료)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624-8  전화 031-820-8001  홈페이지 www.lighting-museum.com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주내역 32번·32-1번 버스 이용 섬말대 합실 하차, 4호선 수유역 133번 버스 이용 종점 하차 승

용차: 양주시청 사거리에서 가남 사거리 방면 직진 6km, 가남 사거리에서 법원리 방면 2km  주변명소 

양주문화동산, 가마골 황사영의 묘, 권율장군묘, 불곡산, 송암스타밸리, 송추유원지, 신흥유원지, 양주 

초록지기마을, 양주산성, 양주향교, 온릉, 일영유원지, 장흥관광지, 장흥아트파크, 회암사지 등

NOTE

빛 공해  몇 해 전부터 여름 밤에도 매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매미가 여름 밤에 환

하게 빛나는 조명으로 인해 밤을 낮으로 착각해 계속 우는 것이다. 회유성 어종인 연어와 

청어도 북태평양의 조명 때문에 그 근처를 맴돌 뿐 이동하지 않아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바다거북이는 부화해서 바다로 가지 않고 밝은 해변으로 몰리고 있

다. 빛 공해는 이렇듯 생태계 혼란과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조명 관련 법이나 관련 장치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탈리아, 칠레, 호주, 체코

까지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빛 공해 피해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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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앤블레이드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마을 1652-257  

전화 031-949-5675

예술가의 마을이란 칭호를 얻은 헤이리에 위치한 

더뮤지엄 타임앤블레이드는 한국 최초의 시계와 칼을 전시하

고 있는 박물관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바라지 않는 ‘금’과 같

이 그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앤티크시계와 칼. 그리고 이들이 전

시된곳. 이곳은 시간이 흐르듯 대중에게 역사로 남은 세계의 시

계와 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1층 기계식시계 전시실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에서 수집한 앤틱 벽시

계·탁상시계·회중시계등 기계식 시계 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2층 전 세

계 검Blade 전시실 시대와 지역의 구분 방식에 따른 전 세계 다양한 검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문명의 대립, 중세 

십자군 전쟁 시대의 유럽과 이슬람의 명검들이 고루 전시되어 있습니다.

Gyeonggi Bukbu

Time & Blade 

타임앤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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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의 PATEK 회중시계와 독일의 회중시계

십자군전쟁시대의 서구 영국,프랑스,미국, 독일 등의 검

이슬랍 국가인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예멘, 오만등의 검

주요소장품 서구 유럽의 기계식 회중시계, 탁상시계,해시계,물시계 및 서유럽의 검  관람시간 10:30∼ 

17:30  휴관일 월,화,수  관람료 초·중·고 5,000원, 대학생,일반 10,000원(단체:5,000원) ※ 인원에 

따라 단체는 할인조정  홈페이지 www.time-blade.com  교통편 대중교통 : 합정역 2번출구에서 헤이

리로 15분간격 배차(2200번 버스), 승용차 : 자유로를 이용 일산 이산포IC로부터 15분쯤 가시면 왼편

에 ‘통일전망대’가 보이고 그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유로는 그 밑을 통과하게 되

는데 그곳을 지나치자마자 내리막길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성동IC입니다. 그곳 이정표 ‘예술마을 헤

이리’를 따라 우회하신 다음 첫 번째 성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헤이리 1번 게이트로 통과하여 전

방 500M 앞 건물입니다.  주변명소 DMZ, 임진각, 영어마을 

NOTE

Time & Blade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서구

의 풍물을 만끽할 수 있고 WorkShop과 Seminar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인 Time & Blade가 헤이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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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동물원 ZooZoo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  전화 031-962-4500

살아 있는 동물 체험 박물관이다. 기존 동물원에 

파충류 사파리 일본 원숭이의 장기자랑서는 우리 안에 갇혀 있

는 동물을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린이, 청

소년들이 자연과 함께 동물을 가까이서 쉽게 접근, 관찰할수있

다. 박물관은 자연 친화적 체험 학습의 장 역할을 하고자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파충류 60여 종 500여 마리가 전시되어 있으며 

앵무새, 오랑우탄 같은 동물도 만날 수 있다. 한쪽에는 소나무 산림욕장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람객은 휴

식을 취할 수도 있다.

파충류사파리 열대 기후에서 사는 버마 비단 구렁이, 2미터가 넘는 악어, 대형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바다 거북이 등 대형 야자수가 있는 사파리다. 조류체험장 말하는 앵무새가 인사

를 하며 반겨주는 곳이다. 어릴 때부터 사육사의 손에서 자란 새들과 기념 촬영도 할 수 있

다. 물고기마을 아마존의 육식성 물고기 피라니아, 전기를 발산해 먹이를 잡는 전기 뱀장어,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열대어 등의 수중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영장류체험장 오랑

우탄과 일본 원숭이를 볼 수 있다. 야외전시체험장 수십 마리의 토끼를 볼 수 있으며 산림

욕장에서는 식사도 할 수 있다.

Gyeonggi Bukbu

Theme Park ZooZoo 

테마동물원
ZooZoo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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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숭이의 장기자랑파충류 사파리

애니멀 페스티벌

주요 소장품 영장류, 파충류, 물고기 등 동물  개관 2002년 5월  관람시간 10:00~ 19:00(3월~10월), 

10:00~18:00(11월~2월)  휴관 무휴  관람료 성인 7,500원(회원·단체 6,000원), 중고생 6,000원(회

원·단체 4,800원), 어린이 5,000원(회원·단체 4,000원)  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관산동290  전화 

031-962-4500  홈페이지 www.themezoozoo.or.kr  교통편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원당역 6번 출구

에서 택시 이용, 3호선 화정역에서 82·85·85-1번,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82번, 5호선 송정역

에서 85번, 3호선 주엽역에서 5번 버스 이용 남북농원 하차 승용차: 마두역, 백마역에서 시청 시의회 

방면 주교 사거리에서 벽제, 의정부 방면 좌회전 4.5km  주변명소 고려공양왕릉, 고양향교, 밤가시 초

가, 벽제관지, 북한산성, 서삼릉, 서오릉, 어린이천문대, 원당종마목장, 킨더랜드, 태고사, 행주산성, 행

주서원지, 호수공원, 흥국사 등

CURATOR’S CHOICE

365일 동물 체험 오랑우탄, 일본 원숭이, 앵무새, 버마 구렁이 등 여러 동물을 체험 시간에 

맞추어 각 관람관 및 체험장에서 만날 수 있다. 동물 먹이 체험 관람객들이 동물들에게 먹

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초식 동물, 물고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달구

지 타기 소달구지를 타고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ZooZoo 동물 교실 

매년 방학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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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전화 031-300-0466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은 전문 교육기관

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에서는 항공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 전시함은 물론, 관련 

과학과 기술에 관한 원리와 지식을 국내의 어느 곳보다 상세하

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연구소나 산업 현장

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분야의 실물이나 모형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곳에서는 관람객이 항공 우

주 분야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모형과 실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어린이

에서부터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항공역사 ZONE 항공 우주 발달사 코너와 주요 변화에 따른 항공기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체

험 ZONE 양력을 발생하는 에어포일 원리,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조종면에 대한 설명이 있

다. 가상현실체험관 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항공 우주 기술을 접목한 가상 현실 기술을 이

용 대형 3차원 입체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영상실 소규모 극장으로 여객기 내

부 환경을 재현해놓았다. 옥외전시장 우리나라 최초로 교통부에 등록된 민간항공기 L-16을 

비롯 공군에서 훈련기로 쓰는 제트기와 각 나라의 유명한 비행기를 전시한다.

Gyeonggi Bukbu

HAU Aerospace Museum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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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200

스피릿 화성 탐사 차량 전시장 2층

1970년 대통령 전용기 VIP 좌석

주요 소장품 우주 항공 관련 모형, 실물, 비행기 등  개관 2004년 8월  관람시간 10:00~17:00  휴관 매

주 월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6월 16일)  관람료 성인 2,500원(단체 2,000원), 19세 이하 2,000원(단

체 1,500원), 우주인증 발급비 및 사이버 인 스페이스 탑승료 별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전화 02-300-0466  홈페이지 www.aerospacemuseum.or.kr  교통편 대중교통: 버스 9708(신

촌, 수색전철역, 능곡역, 일산구청 경유), 9706(서울역, 광화문, 연대앞, 수색전철역, 백석역, 이마트 경

유), 9713(광화문, 서울역, 수색전철역, 능곡역, 화정전철역 경유), 7726·7727·7728·7730번 버스 

이용 한국항공대 하차 승용차: 가양대교 북단 수색방향으로 직진 수색교 끝 SK주유소를 보면서 고양 

방면으로 좌회전 1.5km 직진 후 오일뱅크주유소 사거리에서 좌회전  주변명소 고려공양왕릉, 고양향

교, 밤가시초가, 벽제관지, 북한산성, 서삼릉, 서오릉, 어린이천문대, 원당종마목장, 킨더랜드, 태고사, 

행주산성, 행주서원지, 호수공원, 흥국사 등

미래 우주  2층 전시장의 주제는 우주 과학 기술이다. 로켓 코너에서는 미국, 러시아 등 우

주 선진국의 로켓 역사를 기반으로 일반 로켓에 대한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그 가

운데에는 하이브리드 로켓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다. 로켓 코너를 지나면 천장에 걸려 있

는 우리 나라 최초의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의 1/3 스케일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중앙 통

로에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각종 우주 식량과 우주복 그리고 각종 우주선을 

기념하기 위한 패치들이 전시되어 있다.

CURATOR’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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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20번지   전화 031-533-8121

한가원은 국내 최초로 한과를 테마로 세워진 한과

문화박물관이다. 한과문화박물관에서는 한과의 역사와 유래, 

한과의 제작 도구 등 전시 설명과 유물전시 중심으로 한과에 대

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한눈에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한과문화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는 한

과의 제작과정, 한과의 원재료, 한과의 역사, 한과 의 다양한 종

류(약과, 유과, 유밀과, 정과, 다식, 강정), 임금님 수라상, 명절

과 일상의 한과 전시 등 한과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다. 한과문화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는 계절에 따른 한과, 전통차와 한과, 한과와 세계과자, 한과의 

제작도구, 한과명인제도와 한과명인들, 포천한과 클러스터, 한과의 전국 분포도, 포천의 관광지, 한과의 

우수성 등 한과의 전반적인 정보를 한눈에 습득할 수 있는 공간 이다. 한과문화박물관에서의 이론 교육을 

통해 한과문화교육관에서의 체험을 용이하게 하며 쉽게 한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한과문화 박물관 1층 - 한과 역사관, 2층 - 한과 홍보관  체험관 및 부대시설 1층 - 사무실, 식당, 다

도실, 공예실, 예절실, 강의실2층 - 관장실, 양호실, 교육관(성인실, 아동실), 뮤지엄샵  ※ 후정 야외 

휴게공간 조성(2,000여 평)

Gyeonggi Bukbu

Museum of Korean Traditional Confectionary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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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한과와 관련된 유물 300여 점  관람시간 평일,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휴관, 1월1일  관람료 일반 - 개인 2,000원 / 단체 1,200원 초·중·고등학생 - 개

인 1,500원 / 단체 800원, 5세 이상 - 개인 800원 / 단체 500원 ※ 단체는 20인 이상(단체 관람 시 최소 

3일 전 예약)  홈페이지 www.hangaone.com  관람소요시간 약 1시간  주차시설 관내 30대(외부 주차 

가능) 무료  교통편 승용차 : 김포공항, 행주대교, 김포대교, 인천방면으로 오실 경우 - 자유로(파주방

면) → 전곡 → 운천 → 한과문화박물관 교육관 / 구리, 남양주, 강동, 송파, 하남 방면으로 오실 경우 - 

구리 → 퇴계원 → 일동 → 산정호수(명성캠프) → 산정호수(한화리조트) → 한과문화박물관 교육관 

한과문화박물관은 개관 후에 후진양성 및 한과기능 전문가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박물관 방과 후 수업으로 제

과를 배우던 인근 영북종합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2회 한과제작 교육을 실시,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과

창업을 목적으로하는 40여명을 대상으로 150시간 한과 전문 기능인 양성교육을 진행, 교육 및 창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과문

화페스티벌을 개최

CURATOR’S CHOICE

사계절 찻상차림

곡식을 다루는 도구들 모양을 내는 도구들

한과 유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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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향림 옹기박물관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77(헤이리 예술마을/Gate.7)

전화 031-948-1001

 ‘헤이리 예술마을’ 내에 위치한 한향림 옹기박물관

은 2004년 3월 24일에 개관하여  2009년 12월 21일 제1종 박

물관으로 정식 등록하였습니다. 옹기의 흐름과 역사를 재조명

하여 옹기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옹기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박물관은 1층

과 2층,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별 옹기와 다양한 소품류, 대형옹기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2층

에는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카페 리모주가 있습니다. 

제1전시장 지역별 다양한 옹기와 생활 속 옹기소품을 한자리에서 비교ㆍ감상할 

수 있는 공간 제2전시장 질그릇과 푸레독의 미(美)를 통해 한국옹기의 멋과 아

름다움, 가치와 새로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이 개최되는 공간 

Gyeonggi Bukbu

Museum of Korean Traditional Confectionary

한향림 옹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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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장품 근대옹기  관람시간 하절기(3~10월) - 주중 10시∼19시, 주말 10시∼20시, 동절기

(11~2월) - 주중 10시∼18시, 주말 10시∼19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3,000원 (20명 이상 단

체/2,000원) (만6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관람)  홈페이지 www.heyrimuseum.com  교통편 대중교

통 : 광역버스 200번(15분마다 1대 *일산 경유) → 동화경모공원 하차, 광역버스 2200번(15분마다 1

대) → 동화경모공원 하차, 시내버스 900번 → 동화경모공원 하차, 승용차 : 자유로 → 성동IC 진입 → 헤

이리 예술마을 Gate.7로 입장  주변명소 한향림 현대도자미술관, 영집궁시박물관, 경기영어마을, 통일

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등 

옹기는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로 주로 발효식품 및 곡물 등의 저장용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옹기는 귀족

적 성격의 청자나 백자들과는 달리 서민들의 생활 속에 밀착되어 조선시대에 빠르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옹기는 식품을 오

래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흙속에 모래 알갱이가 수없이 함유되어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부의 습기

를 내보내기도 하여 옹기를 숨 쉬는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가마 안에서 구울 때 생긴 검은 연기가 옹기흙 속에 박혀 방부

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의 등장과 주거 공간, 식생활의 변화로 옹기 문화는 점차 

쇠퇴 하였습니다. 한향림 옹기박물관에서는 조선후기부터 1950년대 이전까지 제작, 사용되어진 조선시대 질그릇인 옹기를 수

집ㆍ전시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옹기의 쓰임새와 아름다움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NOTE

겹오가리 질화로

왕실연가 벌통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수시 도슨트를 

통해 작품설명 및 컬렉션 스토리를 들

으며 관람 가능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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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병사 보엔이 석기 4점을 발견하면서 알려졌

다. 유적관과 자료관 등의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

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TEL. 031-839-2566

전곡리 선사 유적지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아홉 굽이의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 하여 용추구곡으로 불린다. 용추폭포를 시작으

로 와룡추, 무송암, 탁령뇌, 고실탄 등 아홉 굽이 비경이 

펼쳐진다.  

TEL. 031- 580-4669

용추구곡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향긋한 허브 향이 머리를 맑게 해

준다. 팔각정은 허브아일랜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연인 또는 가족이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코스다.

TEL. 031-535-6494  herbisland.co.kr

허브아일랜드

축령산 자락에 위치한 수목원. 식물이나 수목의 특성에 따라 

허브정원, 능수정원, 분재정원, 하경정원, 야생화정원 등으로 

구분되어 관람이 편리하다.

TEL. 1544-6703  morningcalm.co.kr

아침고요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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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라 추정되는 회

암사가 있던 자리. 현재 회암사지는 발굴 중이자만 무학

대사 부도, 선각왕사비, 쌍사자석비 등은 꼭 봐야 할 문화

재이다. 

TEL. 031-820-2126

회암사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왜군을 무찔러 대승한 행주대

첩의 전적지이다.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랐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에 오르면 한강이 시원하게 펼

쳐진다. 

TEL. 031-961-2580~1

행주산성

양주별산대놀이는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등이 각기 

다른 탈을 쓰고 현실을 풍자하는 전통 가면극이다. 5월부

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공연된다.

TEL. 031-840-9986  sandae.com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 호숫가를 

한 바퀴 도는 데 3~4시간이 걸릴 정도로 넓다. 산책로를 

따라서 장미원, 약초섬 등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 

그만이다. 

TEL. 031-961-2663  lake-park.com

일산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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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강화해협을 사이에 두고 강화도와 마주하고 있는 김포시

의 유일한 항구이다. 포구는 작지만 시끌벅적한 항구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주변의 횟집에서 활어를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다.  

TEL. 031-988-6394

대명포구

임진각은 1972년 북한 실향민을 위해 세워졌으나 지금

은 관광 명소로 더 유명하다. 임진각 매표소에서 신청서

를 제출하면 임진각 관광지와 도라전망대, 제3땅굴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 (p. 226)

TEL. 031-953-4744  tour.pajuro.net

임진각 관광지

그 옛날, 한강을 지키던 군사 요충지. 포대 주변으로 나무

들이 심어져 있어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강화도 바다

를 끼고 걷기 때문에 미풍에 불어오는 바다 냄새가 짭쪼

름하다.

함께가면 좋은 박물관·미술관 덕포진교육박물관 (p. 228)

TEL. 031-980-2741

덕포진

동두천시의 무주구천동이라 불리는 탑동계곡에 있는 폭

포로, 주위 경관이 수려하여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TEL. 031-860-2066

왕방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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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Calendar

265

    1 January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의 얼음 작품 감상과 눈썰매, 토끼몰이 체험, 전통한방차로 겨울을 

만끽한다.

장소 포천시 백운계곡 일원｜문의 031-533-7040｜겨울낭만 1번지, 계곡 눈썰매, 연

만들기, 전통 먹을거리(군고구마, 동지팥죽)

양주 전통문화축제

양주별산대놀이, 살풀이 등 무형 문화재 공연과 전통 공예 전시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장소 양주시 유양동｜문의 031-820-2101～4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꽃과 책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열리는 꽃 축제.

장소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일원｜문의 031-940-4634 tour.pajuro.net

포천 명성산 억새꽃축제

장소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문의 031-538-2067　pcs21.net

동두천 소요산 단풍축제

장소 동두천시 시민회관, 신시가지, 소요산｜문의 031-860-2063

포천 개성인삼축제

장소 포천시 종합운동장 일원｜문의 031-538-2321 pcs21.net

파주 임진강민속축제

장소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문의 031-940-8522

김포 대명풍어제

장소 김포시 대곡면 대명리｜문의 031-980-2742

고양 꽃전시회

장소 고양시 킨텍스(KINTEX)｜문의 flower.or.kr

김포 시민의 날 체육대회(격년)

장소 김포시 일원｜문의 031-980-2580

   5 M
ay

   3 M
arch

   4 April
   10 October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65 2011-07-19   오후 4:05:30



266

찾아보기

【ㄱ】

가일미술관  218

가원미술관 94

경기대학교박물관  156

경기도미술관  96

경기도박물관  158

경기도자박물관 14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160

고구려대장간마을 220

국립현대미술관  98

김포다도박물관  222

【ㄴ】

나비야놀자박물관  100

남송미술관  224

남양주역사박물관 16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  226

【ㄷ】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62

덕포진교육박물관  228

돌석도예박물관 102

두루뫼박물관  230

둥지박물관  164

【ㅁ】

마가미술관  166

만해기념관  18

명지대학교박물관  168

모란미술관  20

목아박물관  22

목암미술관  232

뮤지엄만화규장각 104

【ㅂ】

바탕골미술관  24

배다리술박물관  236

백남준 아트센터 170

보름산미술관 234

부천교육박물관  106

부천로보파크  108

부천수석박물관  110

부천자연생태박물관  112

부천펄벅기념관 114

부천활박물관  116

【ㅅ】

사람박물관 얼굴  26

삼성화재교통박물관  172

서호미술관 28

세미원 연꽃박물관 30

선바위미술관  118

성호기념관  120

세중옛돌박물관  174

수원대학교박물관  176

수원박물관 178

수원화성박물관 180

신구대학박물관 182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184

실학박물관 32

【ㅇ】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86

아프리카예술박물관 238

아해박물관 122

안산어촌민속전시관  124

안산향토사박물관 126

안성맞춤박물관  188

안양역사관  128

어우재미술관 34

옹청박물관 36

여성생활사박물관  38

여주군박물관  40

여주세계생활도자관  42

영은미술관  44

영집궁시박물관  240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66 2011-07-19   오후 3:55:17



267

INDEX
현대인을 위한 문화 놀이터｜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

예당국악박물관 46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48

용인대학교박물관 190

용인문화유적전시관 192

용주사 효행박물관  194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50

유럽자기박물관  130

의왕향토사료관 132

이천세계도자센터  52

이천시립박물관  54

이천시립월전미술관  56

일본군위안부역사관  58

【ㅈ】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42

잔아문학박물관 60

전곡선사박물관 244

정문규미술관 134

주필거미박물관  62

죽포미술관  64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246

증권박물관  248

지도박물관  196

【ㅊ】

창조자연사박물관  136

철도박물관  138

최용신기념관 140

충현박물관  142

친환경농업박물관 66

【ㅌ】

타임앤블레이드 252

테마동물원 ZooZoo  254

토지주택박물관  198

【ㅍ】

폰박물관 68

풀짚공예박물관 70

필룩스조명박물관  250

【ㅎ】

하남역사박물관  72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74

한국등잔박물관  200

한국미술관  202

한국카메라박물관  144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256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258

한신대학교박물관 204

한얼테마박물관  76

한향림 옹기박물관 260

해강도자미술관  78

해여림식물원  80

환경재생조형박물관 82

호암미술관  206

【 기 타 】

C아트뮤지엄  84

KRA 마사박물관  146

ICAM 이영미술관  208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67 2011-07-19   오후 3:55:17



현대인을 위한 문화놀이터｜경기도박물관·미술관

발행일	 2011년	7월	

펴낸곳	 경기도청·(사)경기도박물관협회

발행인	 김문수

편집인	 이연수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7-15

	 070-4133-3054

기획총괄	 안연민

기획진행 	 맘에드림		02-2269-0425

편집	 이재우·방득일

교정/교열	 최덕진,	신영아,	조병훈

일러스트레이션	 박상규

인쇄소	 동양인쇄주식회사		02-838-3311

●	이	책은	경기도의	‘2010년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경기도박물관협회와	자료제공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11	The	Gyeonggi-do	Museum	Association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68 2011-07-19   오후 4:10:12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69 2011-07-19   오후 3:55:18



경기도북부-한글판.indd   270 2011-07-19   오후 3:55:18


	경기동부.pdf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