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 시립미술관 안내
1. 개관시간・휴관일
개관시간
오전 9:30~오후 6:00 (입관은 오후 5:30 까지)
휴관일
월요일(휴일일 경우는 다음 평일) , 12 월 29 일~1 월 1 일
관람료
(1) 특별기획전
매회 변동될 수 있는 요금
(2) 상설전 (소장품전 및 소기획전)
통상

단체

연간회원권

일반

300 엔

240 엔

600 엔

고대학생

200 엔

160 엔

400 엔

초중학생

150 엔

120 엔

300 엔

※단체・・・20 명이상

(3) 연간 회원권
2 회분의 관람료를 구입해서 구입날로 부터 1 년간 소장품전과 소기획전을 몇번이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접수창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실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연간 회원권 요금
일반: 600 엔

고등학생대학생: 400 엔

초등학생중학생: 300 엔

(4) 관람료 면제
관광버스 등의 이용자
「시노면전차・시영버스・시티뷰버스 일일승차권」
「〜큐트〜CUTE」

「마치메구리버스 일일승차권」

「SUNQ 패스」

기타
(공재) 가고시마관광 컨벤션 협회발행의 문화시설 공통할인권

가고시마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1. 가고시마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가고시마 시립미술관은 사쓰마번 번주 시마즈 가문이 거처했던 쓰루마루성의 성터가
남아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산의 산기슭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온 곳입니다.
시립미술관은 1954 년에 역사자료관의 성격을 가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현내 유일한 공립미술관으로서 독자적인 콜렉션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미술관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예술문화 진흥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뒤로도 다양한 미술활동과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술관을 해체하여
새로운 건물을 세워 1985 년 10 월 29 일에 지금의 새로운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가고시마 시립 미술관은 이 지역과 관련된 작가들과 함께 주로 19 세기 말엽이후의
서양미술작품을 수집하여 보존, 전시하는 미술관을 목표로 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 가고시마 시립미술관의 기본방침
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19 세기말엽 이후의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여
보존,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열린 미술관으로, 미술정보센터 및 예술활동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우리미술관은 이 지역특성을 유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미술문화를 지향할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3. 가고시마 시립미술관의 역사
1954 년 9 월

구미술관 개관

1957 년 6 월

이와자키 요하찌로씨의 기부로 구미술관 별관 완공

1982 년 9 월

신미술관 건설설계위탁 (사토 다케오 설계사무소・가와모토
건축설계사무소 공동설계단)

1982 년 12 월

구미술관 해체철거

1985 년 3 월

신미술관 건설공사 준공

1985 년 10 월

미술관 신장개관

1986 년 11 월

1986 년도 제 27 회 건축업협회상 입선

1996 년 4 월

개관시간 연장

1997 년 4 월

갤러리 토크 개시

2004 년 1 월

새해 개관일을 1 월 2 일부터 변경

2009 년 4 월

가고시마시 미술품 취득기금조례 시행

2013 년 8 월

입관객 500 만명 달성 (신장개관이후)

관내안내
1. 관내 MAP
2층

(1) 상설전시실 1・2・3
서양 근현대미술과 향토작가의 회화・조각을 전시
(2) 기획전시실
소장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테마전시
(3) 전시갤러리
조각작품과 사쓰마도자기・사쓰마 기리코와 공예작품을 전시
(4) 휴식코너
(5) 아트 라이브러리
미술에 관한 도서를 관람할수 있습니다.

1층

(1) 엔트런스 홀
사쓰마 기리코의 무늬를 따서 디자인한 천장 돔
(2) 카페, 뮤지엄 숍
(3) 일반전시실 1・2
미술관이 기획하는 특별전과 일반대관전시장
(4) 종합안내
관람권, 전람회도록, 그림엽서 판매 등

지하

(1) 전시로비
그룹전시회 등의 대관전시장

(2) 강당
미술강연회 회장 또는 전시장
(3) 시민 아트리에 1・2
미술관주최의 미술교실과 그룹별 제작회장

2. 관내 설비
장애인용 화장실 (1 층, 지하) ※인공 배설기 사용자 대응
휠체어(2 대)
유모차(2 대)
수유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안내소로 문의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1. 가고시마 시립미술관의 현소재지
〒892-0853
가고시마시 시로야마초 4-36

2.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경우
가고시마 시티뷰 버스 「사이고 동상앞」하차 도보 1 분
시노면전철「아사히도리」또는 버스「긴세초」역에서 하차 도보 5 분
가고시마본선 가고시마추오(중앙)역 에서 차로 10 분

3. 자동차로 오시는 경우
주차장: 7 대
미술관 정면 방향에서 오른쪽 도로가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가고시마시청 미나토오도리 별관주차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평일] 8:30~19:00

[토・일・휴일]9:00~19:00

미술관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는 레메칸, 근대문학관 메르헨관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람회관람자, 강연회참가자 및 카페 이용자에 한합니다.)
이용시간: 9:00~18:00

(장시간 주차는 삼가바랍니다)

※각관의 휴관일 및 전람회등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관앞 국도 10 번선 미야자키(요시노・이소)방면으로 가실 경우
(1) 사이고동상을 지나 「시립 미술관전」 신호에서 좌회전
(2) 왼쪽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3) 일반 주차장의 앞쪽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4) 주차장은 조금 더 앞쪽에 있습니다.

(1)

(2)

(3)

(4)

문의사항
가고시마 시립미술관
〒892-0853 가고시마시 시로야마초 4-36
전화번호：099-224-3400
팩스：099-224-3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