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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4

1층(Ground)
뉴질랜드 미술

뉴질랜드 미술 

뉴질랜드 미술
CHAPTERS OF CHANGE
Seeing Moana Oceania:  
A New Wave
Radical Beginnings 

The Body Reborn
전시 중

뉴질랜드 미술
Ralph Hotere
Godwit/Kuaka 1977
전시 중

뉴질랜드 미술
From the Archive: Colin 
McCahon in Auckland 
7월 13일부터

Colin McCahon The Wake  
7월 13일부터

뉴질랜드 미술 
Flight Plan
전시 중

초대전
Judy Millar 
Rock Drop 2017
전시 중

2

3

35

이스트 테라스

노스 테라스

카페

창의 학습 센터

노스 아트리움

E H McCormick
연구 자료실

8
중2층

2층(Level 1)

3층(Level 2)

현대 미술
창의 학습 센터 
Aunty Fa’ani and RoBro  
present DiscoVERY 
전시 중

초대전
Alfredo and Isabel Aquilizan 
Pillars: Project Another Country 
전시 중

뉴질랜드 미술 
19 Gallery: Relocating 
Frances Hodgkins
9월 1일까지

세계의 고전 미술  
In the Listening Light:  
Momentary Impressions  
in Painting 1895–1910
전시 중 

세계의 고전 미술 
Love, Longing, Loss
전시 중

현대 미술 
Guerrilla Girls: Reinventing 
the ‘F’ word – Feminism!
전시 중 

FRANCES HODGKINS:  
EUROPEAN JOURNEYS 
9월 1일까지
         입장권 필요

마오리 초상화 및 뉴질랜드 미술
Living Portraits  
Mata Raurangi
전시 중

뉴질랜드 미술 
Pacific Sisters: He Toa Tāera | 
Fashion Activists
7월 14일까지

뉴질랜드 미술
A Place to Paint:  
Colin McCahon in Auckland
8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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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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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전람회의 무제한 무료 관람 
등 특별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문의  
안내 전화  
+64 9 379 1349 
안내 데스크  
+64 9 307 4540

최근 소식  
aucklandartgallery.com에서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세요. 

미술관 SNS

키아오라, 환영합니다 

무료 입장 
뉴질랜드 거주자 
회원 
12세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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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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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Level 2): Colin McCahon Moby Dick is sighted off Muriwai Beach 1972, acrylic on canvas, Auckland Art Gallery Toi o Tāmaki, on 
loan from a private collection. 2층(Level 1): Guerrilla Girls © George Lange 1990, from Guerrilla Girls: Reinventing the ‘F’ word – 
Feminism!; Frances Hodgkins Untitled [The Watermelon Seller] circa 1903, Auckland Art Gallery Toi o Tāmaki, purchased 2007. 중2
층: Fa’ani and RoBro present DiscoVERY (installation view), 2019, Auckland Art Gallery Toi o Tāmaki. 1층(Ground): Robyn Kahukiwa  
Te Whenua, Te Whenua, Engari Kaore He Turangawaewae (Placenta, Land, but Nowhere to Stand) 1987, Auckland Art Gallery Toi o 
Tāmaki, purchased 1988; Judy Millar Rock Drop 2017, wood, digital print on vinyl, synthetic rope, Auckland Art Gallery Toi o Tāmaki, 
commissioned with support from Auckland Contemporary Art Trust, Auckland City Sculpture Trust and the Auckland Art Gallery 
Foundation Annual Appe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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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고전 미술 
현대 미술

뉴질랜드 미술

5

이미지

FRANCES HODGKINS: EUROPEAN JOURNEYS
현대 미술

마오리 초상화 및 뉴질랜드 미술

9

소유 및 운영 기관

수록 내용은 인쇄 시점 현재, 정확한 것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aucklandartgallery.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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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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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정보 및 소식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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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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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 1월 27일 

A Place to Paint:  
Colin McCahon in Auckland
3층(Level 2)

Colin McCahon은 1953년 5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오클랜드로 
옮겨와 오클랜드 미술관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옮겨온 것을 계기로 그의 작품적 관심은 인물과 남섬 자연경관에서 
보다 지역적인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프렌치 베이에 가족과 
함께 지낼 작은 집을 구입하고 집 주변의 조림 카우리 숲과 도로 
끝자락에서 바라보이는 마누카우 하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그는 집과 스튜디오(와이타케리, 오클랜드 
도심, 무리와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 밖에 
리무에라의 Convent Chapel of Our Lady of the Missions에 
있는 그림을 포함해 오클랜드 건조 환경의 일부가 된 작품들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과 함께 다른 1960년대의 여러 대형 
회화가 공개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은 무리와이 
스튜디오에서 그린 주요 작품들로 대표됩니다.

A Place to Paint: Colin McCahon in Auckland는 McCahon
과 오클랜드의 오랜 관계에 주목하는 한편, 그의 그림에 담긴 
자연경관과 영적, 문화적 영감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합니다. 

갤러리 구내도 
2019년 7월 ~ 9월 

 한국어

이미지 

Colin McCahon  
May His light shine (Tau Cross)1978-1979, 
Chartwell Collection, Auckland Art Gallery Toi  
o Tāmaki 1994. Courtesy of the Colin McCahon 
Research and Publication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