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끌리는 대로 둘러보거나 이 구내도에 따라 구경하는 등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접어 들고 시작해 친절한 저희 미술관 직원에게 물어가며 
관람하거나 미술관 무료 투어에 참가하세요.

이스트 테라스

노스 테라스

키아오라, 환영합니다 



이스트 테라스

노스 테라스

3층(Level 2)
뉴질랜드 미술

14 초대전
Sorawit Songsataya

The Interior 2019
11월 23일부터

15 뉴질랜드 미술
A Place to Paint: 
Colin McCahon in Auckland
전시 중

  회원 라운지
미술관 회원이 되어 3층 회원 라운
지의 특별 이용 혜택을 누리세요.

15
14



창의 학습 센터

노스 아트리움

E H McCormick
연구 자료실

카페

2층(Level 1)
뉴질랜드 미술 
마오리 초상화 및 뉴질랜드 미술
덴마크 디자인

11 뉴질랜드 미술
Louise Henderson: From Life
11월 2일부터

12 덴마크 디자인
10월 26일부터

 입장권 필요

13 마오리 초상화 및 뉴질랜드 미술

Living Portraits: 
Mata Raurangi
전시 중

11

11

12

12

13

14 초대전
Sorawit Songsataya

The Interior 2019
11월 23일부터

15 뉴질랜드 미술
A Place to Paint: 
Colin McCahon in Auckland
전시 중

  회원 라운지
미술관 회원이 되어 3층 회원 라운
지의 특별 이용 혜택을 누리세요.



Albert Park

출입구

W
ellesley Street

Kitchener Street

강당, 스튜디오로 내려가는 길

로비

숍 

사우스 
아트리움

창의 학습 센터

노스 아트리움

E H McCormick
연구 자료실

중2층
세계의 고전 미술
창의 학습 센터
아카이브 전시

6 창의 학습 센터
Aunty Fa’ani and RoBro  
present DiscoVERY 
11월 9일까지

Sara Hughes
All my favourite shapes 2019
11월 30일부터

7 초대전
Alfredo and Isabel Aquilizan 
Pillars: Project Another Country 
11월 24일까지

8 아카이브 전시
Reverend Dr John Kinder 
1819–1903
11월 21일까지

Louise Henderson:  
A Life in the Archives
11월 21일부터

9 세계의 고전 미술
In the Listening Light:  
Momentary Impressions in Painting
1890–1920
전시 중 

10 세계의 고전 미술
Love, Longing, Loss
전시 중

9

86

7

10



Albert Park

출입구

W
ellesley Street

Kitchener Street

강당, 스튜디오로 내려가는 길

로비

숍 

사우스 
아트리움

1층(Ground)
뉴질랜드 미술

1 1 1

2

3

4

3

5

1 뉴질랜드 미술
CHAPTERS OF CHANGE
Seeing Moana Oceania:  
A New Wave
Radical Beginnings 
The Body Reborn
전시 중

2 뉴질랜드 미술
Ralph Hotere
Godwit/Kuaka 1977
전시 중

3 뉴질랜드 미술
From the Archive:  
Colin McCahon in Auckland 
전시 중

Colin McCahon
The Wake 1958
전시 중

4 뉴질랜드 미술 
Flight Plan
전시 중

5 초대전
John Reynolds 
The Violet Hour 2019
11월 23일부터

6 창의 학습 센터
Aunty Fa’ani and RoBro  
present DiscoVERY 
11월 9일까지

Sara Hughes
All my favourite shapes 2019
11월 30일부터

7 초대전
Alfredo and Isabel Aquilizan 
Pillars: Project Another Country 
11월 24일까지

8 아카이브 전시
Reverend Dr John Kinder 
1819–1903
11월 21일까지

Louise Henderson:  
A Life in the Archives
11월 21일부터

9 세계의 고전 미술
In the Listening Light:  
Momentary Impressions in Painting
1890–1920
전시 중 

10 세계의 고전 미술
Love, Longing, Loss
전시 중



이미지 

Louis Schnakenburg Marianne Panton on the Panton chair 1970, digital reproduction of photographic print

특별 기획전

덴마크 디자인
2019년 10월 26일 ~ 2020년 2월 2일
2층(Level 1)

선구적, 실용적, 시대를 초월 – 덴마크 디자인은 현대 
생활상과 현대 가정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축약형입니다.
200여 점의 오리지널 작품을 통해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덴마크 디자인의 획기적인 발전사를 
살펴보세요. 가구, 직물, 그래픽 디자인, 장신구, 세라믹, 
장난감 등 상징적인 작품을 바로 가까이에서 감상하세요. 
Arne Jacobsen과 Georg Jensen 같은 선구적인 덴마크 
디자이너와 제조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웰빙과 사회, 환경에 
대한 덴마크의 접근법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 즉 삶을 위한 디자인을 제시하는지 탐구해 보세요.



미술관 무료 투어 
영어로 진행하는 투어는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 시작  
 
표준 중국어로 진행하는 
투어는 매주 목~일  
오후 12시 30분에 시작 

숍 - 1층 
예술 관련 기념품, 
서적, 선물용품, 완구를 
살펴보세요. 한정판 
세라믹, 유리 제품, 
장신구도 있습니다. 

E H McCormick  
연구 자료실
보관 기록, 잡지, 책 등을 
열람하세요.  
월~토   
오후 1~5시 

카페 - 2층 
카페에 들러 스낵류나 
일품 메뉴를 맛보세요.

매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Wi-Fi 
‘Auckland Art Gallery’에 
로그인해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이벤트
영상물 상영, 작가와의 
대화, 공연 행사가 
열립니다. 금주의 이벤트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회원 가입
미술관 회원이 되어 특별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나 
플래시 사용은 금합니다. 
특정 작품이나 전시물은 
특별한 촬영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실치 
않다면 미술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이나 큰 가방은 휴대품 
보관소에 맡기면 무료로 
보관해 드립니다. 배낭은 
갖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미술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나 손대지는 
마십시오.

미술관과 테라스는 금연 
구역입니다.

유의 사항

무료 입장 
뉴질랜드 거주자 
회원 
12세 이하 어린이

유료 입장 
외국인 성인 $20 
외국인 학생 $17 
외국인 경로 우대 $17

  
일부 전시회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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