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oma History Museum
Guidance Flyer

세상에서 오직 한 곳, 료마의 생애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사카모토 료마가 질풍처럼 보낸 33년의 인생을 ‘료마 극장’으로
재현. 역사 속의 명장면 27개를 엄선하여 료마의 탄생부터 죽음
에 이르기까지를 120기가 넘는 밀랍인형으로 생생하게 구현했습
니다. 살아있는 듯한 밀랍인형에 조명과 효과음을 더한 현장감
넘치는 극장 안에 료마의 생애를 되살렸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
지 모두 함께 료마의 일생을 생생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
한 시설입니다.
함께 운영 중인 ‘료마 관련 자료관’에서는 료마 관련 자료를 비
롯하여 막부말기 토사번의 귀중한 사료, 유명인들의 글과 그림,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체험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타케요리와케(고치현의 별칭)
에 한 남자가 있었다
조소카베(長宗我部)家에서 야
마우치(山内)家로
부호 사이타니야(才谷屋)
료마 탄생
낙제생 료마
노이치(野市)의 지사들
카가미가와(鏡川)에서의 수영
연습
토사의 위인들
에도에서의 검술 수행
시국에 눈뜨다
토사 근왕당(勤王党)의 결성
여동생 에이(坂本 栄)의 자살
요시다 토요(吉田東洋) 암살

14. 카츠 카이슈(勝 海舟)와의 만남
15. 암살자 이조(以蔵)
16. 타케치 한페타(武市半平太)의
투옥
17. 카메야마샤츄(亀山社中) 창설
18. 삿초(사츠마-초슈)동맹 성립
19. 테라다야(寺田屋) 사건
20. 신선조(新撰組)의 대두
21. 료마의 결혼
22. 일본 최초의 신혼 여행
23. 세후테(清風亭) 회담
24. 배 위에서 세운 8책략(船中八策)
25. 대정봉환(大政奉還)
26. 오우미야(近江屋) 참극
27. 시대를 뛰어넘어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아주십시오.
−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안에서의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폰은 매너모드로 사용해 주십시오.
−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World Celebrity Museum
Guidance Flyer

역사 속 인물들과 만날 수 있는 곳
입구에는 일본의 전후 처리를 담당했던 고치 출신 수상 요시
다 시게루(吉田茂)와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마중 나와 있습니
다. 그 안쪽으로는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지도자들의 늠름
한 모습이 줄지어 있으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귀한 육성 연
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기의 미녀들도 변치 않
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회담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 모습과 국
가적 영웅들의 늠름한 모습 등 민족・정치・종교를 뛰어넘은
각각의 위업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물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마키노 토미타로 박사’ 등, 세계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시 내용
1.
2.
3.
4.
5.
6.
7.

얄타 회담
유럽과 미국의 정치가들
중국의 정치가들
대만의 정치가들
몰타 회담
마하트마 간디
요시다－맥아더 회담

8.
9.
10.
11.
12.
13.

마릴린 먼로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역대 일본 수상들
토사의 정치가들
마키노 토미타로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Do not
take
a photo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 아주십시오.
Not too take a picture
Not촬영은
violently
take 있습니다.
a photo
− • 동영상
금지되어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take안에서의
a picture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 폰은
Do매너모드로
not carry사용해
the camera
주십시오.
Do아이에게서
not take a눈을
photo
the
camera
−• 어린
떼지with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ee-Owoo African Gallery
Guidance Flyer
니오의 독창적인 세계를 표현한 ‘세계 유일의 뮤지엄’
가나 출신 아티스트, 프란시스 쿼티 니오(프랑크 니오)가 창조
해 낸 작품들은 아프리칸 아트가 가지는 독특한 모티브와 금속
을 이용한 메탈릭한 질감을 통해 다른 조형 작품에서는 볼 수 없
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니오 아프리칸 갤러리는 이러
한 니오의 독특한 작품들을 다수 전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
일한 뮤지엄입니다.
니오만의 금속 가공 기술
니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청동, 알루미늄, 구리, 놋쇠 등 4종
류의 금속을 이용해 표현한 날카로운 광택을 뿜어내는 중후한
질감에 있습니다. 이는 니오가 오랜 시간에 걸쳐 독자 개발해 온
금속 가공 기술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다른 곳
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동물, 인물, 풍토, 종교, 화학 등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를 매력적인 아프리카 분위기의 작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작품들은 벽걸이 액자형의 하이 릴리프(부조회화)
와 입상, 손바닥 크기의 장식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
습니다.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아주십시오.
−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안에서의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폰은 매너모드로 사용해 주십시오.
−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kin-ha Art Gallery
Guidance Flyer
진귀한 에킨의 작품들을 모아 둔 뮤지엄
보통 ‘에킨’이라고 불리고 있는 화가 히로세 킨조.
선혈이 낭자한 작품 등 일반적으로는 음산한 분위
기가 특징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미인도’, 시민들의 일상을 서사
적으로 표현한 ‘풍속도’, 야수파의 표현기법을 기반
으로 한 정통 일본화 등 다양한 화풍의 작품들을 남
겼습니다.
에킨파 아트 갤러리에서는 에킨의 다채로운 화풍
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에킨의 작품들’을 더 깊
이 느낄 수 있도록 진귀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한 곳
에 모았습니다. 또 ‘에킨’의 화풍을 이어받은 제자
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 중입니다.

전시 내용
1.
2.
3.
4.
5.
6.
7.
8.
9.

시바이에 병풍(芝居絵屏風, 연극 장면을
그린 병풍)
미인도
후스마에(襖絵, 미닫이 문에 그린 그림)
풍속도
백묘화
미야모토 무사시
무샤에(武者絵, 무사・전쟁을 소재로 그
린 그림)
가토 기요마사
미야비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아주십시오.
−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안에서의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폰은 매너모드로 사용해 주십시오.
−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World ModelCar Museum

Guidance Flyer

어른들을 위한 미술공예품, 자동차 피규어
어린이용 완구였던 미니카는 1990년대부터 어른들을 위한
미술공예품 ‘자동차 피규어’로 진화하였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미술공예품으로서 완성도 높은 세계 명차 3700대를 한자리에
모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 피규어 박물관입니다. 페라리, 람보
르기니 등 세계 자동차史의 빛나는 외국 명차들과 기술을 발전
시켜가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 등 시대를 뛰어넘
어서 진화해가는 자동차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응축시킨 조형물
1/43 크기의 자동차 피규어에는 실제 브랜드들의 전통, 개발
자의 열정, 기술자들의 노력, 신선한 디자인, 최신 과학 기술 등
그 시대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전체 크기 약 10cm에 불과한 작
은 조형물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피규어 제작사의
설계, 개발 능력, 제조 기술 상의 혁신 등에 의해 높은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Do not
take
a photo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 아주십시오.
Not too take a picture
Not촬영은
violently
take 있습니다.
a photo
− • 동영상
금지되어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take안에서의
a picture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 폰은
Do매너모드로
not carry사용해
the camera
주십시오.
Do아이에게서
not take a눈을
photo
the
camera
−• 어린
떼지with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World Classic Car Museum
Guidance Flyer

100년 전의 클래식카들이 한자리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탈리아의 1907년산 ‘Fial 모델A’
를 비롯해서 오래된 클래식카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디
자인 뿐 만 아니라 당시 사용된 소재・기술 등 100년 전의
엔지니어링은 자동차 애호가들과 기술자들에게 큰 매력을
발산하며, 21세기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갈 ‘감성’ 또한 크
게 자극시킵니다.
클래식카 개발자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마차, 무기 탄
약 제조, 철강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증
기기관으로 달리는 철도 산업으로 획일화된 당시의 시스
템에 만족하지 않고 도로를 마음껏 달리는 자동차의 자유
로움을 추구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과 모험가들, 귀족들
이 연구 개발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완성되
자 각기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급속도로 기술 발전이 이루
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술의 혁명을 통해 양산 기술이
확립되면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 대중 사회로 침투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14년에 DAT CAR(후에
Datsun)가 첫 순수 일본산 자동차로서 도쿄 다이쇼 박람회
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전시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Ford Model T Prototype
Ford Model T
Ford Model A Standard Phaeton
Cadillac Model M
Durant Rugby Phaeton
Dodge Touring Sedan
Austin Seven
Singer Nine Le Mans Replica
Morris Eight Tourer
Citroën 5CV-C3 Cabriolet
Citroën C4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Peugeot 201
FIAL Modello A (6/8HP)
Fiat 501 Roadster
Datsun Type 16 Sedan
Datsun Type 17 Sedan
Mazda Cosmo Sport L10B
Mercedes Benz 170Da
Mercedes Benz 250S
Rolls-Royce Silver Shadow
Cadillac Fleetwood Brougham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아주십시오.
−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안에서의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폰은 매너모드로 사용해 주십시오.
−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Bonnetbus Museum

Guidance Flyer

그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닛 버스는 버스라는 차종이 진화해 가는 도중의 한 시대
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차대의 가장 앞
부분에 엔진을 탑재하고, 그 뒤에 운전석을 설치하여 객실과
연결되는 구조를 ‘보닛 버스형 구조’라고 합니다. 운전석과
객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가 낮고 폭이 좁은
엔진 부분을 따로 덮은 형태로 전체 모습이 완성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버스를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전석과 객석에 앉아서 버스 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
보며 승차감을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닛 버스만이 아
니라 더블 픽업 트럭과 오래된 소방차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
니다.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Do not
take
a photo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 아주십시오.
Not too take a picture
Not촬영은
violently
take 있습니다.
a photo
− • 동영상
금지되어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take안에서의
a picture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 폰은
Do매너모드로
not carry사용해
the camera
주십시오.
Do아이에게서
not take a눈을
photo
the
camera
−• 어린
떼지with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Kuma’s Container Gallery
Guidance Flyer
시노하라 카츠유키의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괴짜 예술가 KUMA상. 시노하라 카츠유키가 오랜 세월동
안 제작해 온 작품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전시 중인 갤러리
입니다. KUMA상의 작품에는 철, 주조물, 놋쇠, 유리, 콘크
리트, 흙, 목재, 플라스틱,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
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작품은 겉멋을 부리지 않고 소박
하며, 아주 작은 것부터 수십 톤에 이르는 대형 작품까지 다
양합니다. 개성 넘치는 그 만의 감성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
들입니다.

주의
− 1-DAY PASSPORT 이외는 재입장 할 수 없습니다.
− 전시관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 사진 촬영은 자유입니다만, 플래쉬는 사용하지 말
아주십시오.
−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십시오.
− 전시관 안에서의 취식・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음악이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핸드
폰은 매너모드로 사용해 주십시오.
− 어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