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마현 미술관

TAD

Toyama Prefectural Museum of Art & Design

운영 이념과 특징
아트와 디자인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미술관
세계적인 컬렉션을 새로운 관점과 테마, 표현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발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획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디자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람과 예술, 그리고
디자인을연결하는 장이 되는 미술관을 목표로 합니다.

도야마의 새로운 전망명소가 될 미술관
미술관 내부는 물론, 옥상에서환수공원과 다테야마 연봉의 풍경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공원에 놀러가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레스토랑과 카페, 뮤지엄 숍 등을 찾을 수 있는 모임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보고 만들고 배우는 등 미술을 쌍방향으로 체험하는 미술관
아틀리에에서 창작하거나, 갤러리 전시및 작가의 공개 제작을 실시하는 등 쌍방향 미술체험과 공유를 통해
교류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산업의 활성화에도기여하는 미술관
새로운 디자인의 공예품 및 전통공예를 접목시킨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진흥에도 이바지합니다.

시대와 함께 성장하고 가치가 높아지는 미술관
도야마 현민에게 친숙하고 사랑 받으며, 시대와 함께 성장해 가치가 높아지는 미술관을 목표로 합니다.

오시는 길
■JR 도야마 역 신칸센 개찰구(도야마 역 남쪽출구)에서
・도보

약 20 분

・버스

「도야마 현 미술관」 정류장 하차

・택시

약 10 분

■아이노카제 도야마 철도(도야마 역 북쪽출구)에서
・도보

약 15 분

・택시

약 3분

■도야마 공항에서
・택시

약 20 분 ※약 9km

■호쿠리쿠 자동차도로에서
・도야마 IC 에서 국도 41 호선 경유

약 15 분

문의처
도야마 현 미술관
우편번호 930-0806

도야마현 도야마시 기바마치 3-20

TEL 076-431-2711 FAX 076-431-2712

이용 안내
운영시간
9:30~18:00
미술관

(17:30

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요금

매주 수요일

컬렉션 전：300 엔

(공휴일 제외)

기획전：전시회에 따라 다름

공휴일

다음날

・

※

기획전을

구매하신

분은

연말연시

무료로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12/1~3/15

━

컬렉션

전을

8:00~22:00
옥상정원

(21:30

까지

입장 가능)
최초 1 시간 330 엔, 이후 30 분마다 110 엔
주차장

8:00~22:30

━

가산됩니다.
미술관

또는

환수공원

방문객은

2

시간

무료입니다.
・유지보수 및 전시 교체 작업 등으로 인해 임시 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 또는 이벤트 등에 따라 임시 개관 및 연장 개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옥상정원은 강풍 등에 따라 임시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시에는 웹사이트에서 휴원을
공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컬렉션 전・기획전 모두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활동 아동 및 학생의 인솔자 (관람료 면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신 분
※만 70 세 이상은 컬렉션 전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최대 103 대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임신 중인 분을 위한 주차장 3 대 포함)
・야간(22:30~8:00)에는 문을 닫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버스에 승하차하실 수는 있으나,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이용
시에는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 정보
・ 엘리베이터(휠체어 1 대 탑승 가능), 다목적 화장실, 가족 화장실, 수유실, 대여용 휠체어, 대여용
유모차(2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임신 중인 분을 위한 주차장은 관내 주차장 미술관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탁아실 등은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홀에는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보조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복지 버스를 이용해 방문하시는 단체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입장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입장 무료 공간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보실 경우에는 관람료가 필요하지만, 미술관 입장 자체는 무료입니다.
입장 무료 공간에도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층별 안내도를 참고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체장애인 도우미견(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산이나 양산은 관내에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우산꽂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짐은 물품보관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정 장소 이외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합니다. 사탕이나 껌의 섭취를 삼가 바랍니다.
관내는 전면 금연입니다. 흡연은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시작품 및 전시 케이스는 만지지 마십시오.
전시실 내에서 카메라, 비디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은 특별한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실 내 필기구 사용은 연필만 가능합니다. 대여용 연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음주 등 다른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입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내 촬영 관련
◎다음 장소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비디오 촬영, 플래시, 삼각대 및 셀카봉 사용은 삼가 바랍니다.
・2 층 컬렉션 전시의 소장 작품(기탁 작품 외)
・3 층 디자인 컬렉션, 다키구치 슈조(瀧口修造), 시몬 골드베르크(Szymon Goldberg)의 작품
・기획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 미술관의 소장작품에 한해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촬영을 불허하는 작품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모사(模寫)는 삼가 바랍니다.
・촬영하신 사진은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촬영하신 작품의 사진을 이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작품의 사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