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관에 관해
「문화의 향기가 짙은 나고야」를 실현하고자 하는시책의
하나로 지난 1988년4월 개관되었습니다.
나고야시 시라카와 공원안의 동남쯕에 위치하여 미술
작품의 감상에 적합한 조용한 환경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은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강당, 도서실, 뮤지엄숍,
커피숍 등이 있습니다.
◎상설전/「명품 컬렉션전」의 제목으로 수장 작품을 연 3회
정도 교체하여 상설 전시합니다.
◎특별전/우수한 미술 작품의 전시회 또는 국제 도시를
지향하는 나고야시에 어올리는 미술관으로 세계에 널리

모딜리아니「머리를 딴 소녀」1918년 경

소개할 만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강당/다양한 강연회는 물론 영화 상영도 개최합니다.
◎도서실/자유로운 미술 도서의 열람 이외에 미술사나 미술
작가의 활동 소개, 수장 작품 해설과 같은 비디오
프로그램등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과 몽사할동자에 의한
갤러리 토크등도 임시개최함니다.

수집 방침과 주요 수장품

◎에콜 드 파리파에 속하는 국내외의 작품
◎멕시코 르네상스기에 속하는 국내외의 작품
◎지역 출신작가를 중심으로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작품
◎근대・현대의 뛰어난 지역 출신작가의 작품

에콜 드 파리

모딜리아니 「머리를 딴 소녀」/샤갈 「이중 초상」
유트릴로 「노벵 거리」/로랑생 「서커스에서」
후지타 츠구하루 「자화상」

멕시코 르네상스

오로스코 「멕시코 풍경」/리베라 「스페인 풍경(톨레도)」
시케이로스 「카우테목의 초상」/타마요 「고민하는 사람」
카로 「죽음의 가면을 쓴 소녀」/기타가와 다미쓰구 「프라팔가
묘지의 축제」

현대 미술

아라카와 슈사쿠 「높이36피트/무게126파운드」
가와하라 아쓰시 「"TODAY" 시리즈」
구와야마 다다아키 「무제」/칼더 「파부닐・드래곤Ⅱ」
보로프스키 「망치를 든 남자」「플라잉 맨」

지역 미술

오기스 다카노리 「세탁장」/마에다 세이손 「모란」/나카무라
마사요시 「남녀」

2층 면적:1,839.51㎡
EV

1
4

2

3

1.기획 전시실 2(571㎡)
2.강당(239㎡)
3.도서실(95㎡)
4.브리지

EV(엘리베이터)

1층 면적:1,842.63㎡

名古屋駅
나고야 역

EV

1

2

錦通
니시키도오리 도로

4

5

7

6

3
EV(엘리베이터)

名古屋高速道路
나고야 고속도로

1.기획 전시실 (688㎡)
2.전시홀(56㎡)
3.엔트런스홀
4.브리지
5.선큰 가든
6.커피숍(63.82㎡)
7.뮤지엄숍(20.26㎡)

지하 면적:3,550.27㎡

1

1
4

2
3
EV(엘리베이터)

1.상설 전시실 1(768㎡)
2.상설 전시실 2(102㎡)
3.상설 전시실 3(175㎡)
4.로비
전시 부문
교육보급 부문
홀/로비

地下鉄東山線
지하철 히가시야마선

伏見駅
후시미 역

大津通
오오츠 도오리

広小路通
히로코지도오리 도로
名古屋市美術館
伏見通
후시미도오리 도로 나고야시 미술관
地下鉄鶴舞線
지하철 치루마이선 白川
公園
高速出口
시라카와
고속도로 출구
공원

東名阪自動車道
히가시 메이한 자동차도로

栄駅
사카에 역

地下鉄
名城線
지하철
메이조선
矢場町駅
야바초 역

若宮大通
와카미야오오도오리 도로
大須観音駅
오스칸논 역

교통 안내
지하철 히가시야마선・츠루마이선 「후시미」역에서 하차, 5번
출구에서 남쪽으로 도보 8분.
지하철 쓰루마이선의 「오스칸논」역에서 하차, 2번 출구에서 북쪽
으로 도보 7분.
지하철 메이조선의 「야바초」역에서 하차, 4번 출구에서 서쪽으로
도보 10분.
이용 안내
개관 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입장은 오후 4시30분까지]
야간 개관: 매주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국경일 제외)
[입장은 오후 7시30분까지]
휴 관 일: 월요일 [단, 국경일의 경우는 그 다음날]
연말 연시[12월29일~1월3일]
관람료
상 설 전: 일반 300엔(250엔), 고등(학생)・대학생 200엔(150엔)
초등・중학생 이하는 무료, ( )안은 단체 30명이상
특별전은 전시별로 관람료가 다릅니다.

〈 건축 개요 〉
설계 ............................. 나고야시 건축국+구로카와 기쇼
건축 도시 설계 사무소
착공 일시 ..................... 1985년7월
착공 일시 ..................... 1987년7월
개관 ……………………… 1988년4월22일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 면적 ..................... 2,213.26㎡
실내 총면적 .................. 7,232.41㎡

나고야시 미술관

나고야시 미술관

우편번호 460-0008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사카에 2초메 17번 25호[시라카와 공원내]
TEL:052-212-0001 FAX:052-212-0005

http://www.art-museum.city.nagoya.jp/
새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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