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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dai Museum
Experience

02

Museums
Tailored to You

이번�호의�테마

자신의�방법으로�즐길�수 
있는�다면적이고 

자유로운�뮤지엄�체험

a: 센다이 시 전쟁재해 부흥 기념관
(Sendai City War Reconstruction Memorial Hall)

b: 센다이 성 견문관 
(Sendai Castle Guidance Facility)

c: 역사박물관 아오바 성 자료전시관
(Aoba Castle Museum)

d: 즈이호덴
(ZUIHODEN)

e: 카메이 미술관
(Museum of Kamei Collection)

f : 도호쿠가쿠인 대학 박물관
(Tohoku Gakuin University Museum)

g: 후쿠시마 미술관
(Fukushima Art Museum)

나가마치미나미�역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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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다이코엔 
역

JR 센잔�선

지하 철

아사히가오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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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000

0

“The Sendai Museum Experience”는 외국인의 시점에서 센다이 뮤지엄의 
매력을 소개하는 리플릿 입니다. 센다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뮤지엄 체험 
리포트 외에도, 예술・역사・자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뮤지엄에 관한 개요나 
찾아가는 방법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릿을 손에 들고 뮤지엄을 
관람하며 센다이의 거리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플릿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제작한 것을 한국어로 변역한 것입니다.

JR 센잔�선

도
호
쿠 

자
동
차
도
로

히로세�강

센
다
이 

역

아야시 
관광버스

다케야 
교통버스

지하철 
센다이 역

리치몬드호텔

쇼나이 은행

아키타 은행

아오바도리

아
타

고
 가

미
스

기
도

리

미나미마치도리

로프트

츠타야

에덴

사쿠라노

파루코

100m50m

1: 4,700

02014년도�문화청�지역과�함께�일하는�미술관・역사박물관�창조활동�지원사업

협력：공익재단법인�센다이�국제교류협회（SIRA）
2015년 3월�발행

발행：센다이・미야기�뮤지엄�얼라이언스

관광정보, 생활정보의 제공과 통역을 도와드립니다.
접수시간：9:00am ‒ 8:00pm
대응언어：영어・중국어・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
※통역료 필요 없음. 유료통화 입니다.

제공： 공익재단법인�센다이�국제교류협회（SIRA）
통역�서포트�전화

말의 “구급 상자”

（센다이 국제센터 내 교류 코너）

Google Maps를 바탕으로 제작된 SMMA 뮤지엄의 영어 지도나 주소를 
온라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센다이에 오기 전 PC에서의 정보수집에서 이동 중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의 목적지 검색까지, 박물관에 도착하기 위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SMMA 뮤지엄�맵�온라인
www.smma.strikingly.com

Tel: 022-224-1919

Sendai
Museum
Map

JR 센잔�선 
도호쿠후쿠시다이마에�역

Bus Sto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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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할인, 어린이와 유학생 할인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 전시나 이벤트가 개최될 때는 입장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2） 공휴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날은 개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이 폐관일 입니다.
＊3） 연말연시는 폐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기호

배리어프리 화장실 
있음

휠체어 대여 있음

휠체어 입관 가능

맹도견・보조견 
입관 가능

수유실 있음

레스토랑 있음

카페 있음

기념품 판매(숍) 있음

코인 락커 있음

외국어 사인(안내 표시)

외국어 팸플릿 주차장 있음

외국어 전시 설명 가장 가까운 역

버스 정류장 번호 ：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자전거 주차장 있음

외국어 가이드(해설, 투어 등. 직원이나 
자원봉사 스태프가 대응하는 것)
외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이용하는 것)

도호쿠 지방 최대 도시의 하나로 독자의 역사와 다양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센다이는 여러가지 얼굴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센다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가장 
여실하게 체현하고 있는 것이 뮤지엄입니다. 구석기시대 
석기에서 최첨단 현대미술, 지하의 숲에서 한낮의 별까지, 
뮤지엄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멋진 여행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녹림이�풍부한�다이노하라�삼림공원�내에�세워져, 자연사계, 
이공계, 생활계의 3개�전시실�외에�암석이나�식물의�옥외 
전시도�있습니다. 

(우)981-0903　센다이시�아오바구�다이노하라�삼림공원 4-1
Tel: 022-276-2201　Fax: 022-276-2204
개관시간: 9:00am ‒ 4:45pm（입관은 4:00pm까지）
휴관일：월요일, 제4 목요일　＊2＊3
요금：500엔＊1
교통：지하철�난보쿠�센�아사히가오카�역�하차, 도보5분

3M 센다이 시 과학관
3M Sendai City Science Museum

야마다�우에노다이�유적에서�발굴된�조몬�시대�마을을�식생 
환경과�함께�복원하였습니다. 토기�만들기�등의�체험�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구경1.3m의 “히토미�망원경”과플라네타리움, 천문�전시실 
등을�갖춘�종합�천문박물관입니다

(우)982-0815 센다이시�다이하쿠구�야마다�우에노다이초10-1
Tel: 022-307-5665　Fax: 022-743-6771
개관시간: 9:00am ‒ 4:45pm（입관은 4:15pm까지, 체험활동 
접수는 9:00am ‒ 12:00pm, 12:30pm ‒ 3:00pm）
휴관일: 월요일, 제4 목요일　＊2＊3
요금: 200엔　＊1
교통: 센다이�역�서쪽�출구�버스정류장 7, 8에서�미야기 
교통버스 30분  “야마다�다이하쿠�쇼보쇼마에” 하차, 도보 5분

센다이 시 조몬의 숲 광장
Sendai City Jomon Site Park

(우)989-3123 센다이시�아오바구�니시키가오카 9-29-32  
Tel: 022-391-1300　Fax: 022-391-1301
개관시간: 9:00am ‒ 5:00pm（토요일은 9:30pm까지, 
전시실은 5:00pm까지） 최종�입관은�폐관 30분전까지
휴관일: 수요일, 제3화요일　＊2＊3
요금: 전시실 600엔, 플라네타리움 1회 600엔, 세트�권（전시실
＋플라네타리움 1회）1,000엔　＊1
교통: 아야시�관광버스�센다이�역�앞�리치몬드�호텔�앞�버스�정류장에서 
30분 “니시키가오카�나나초메�기타�덴몬다이이리구치” 하차, 도보 5분.
다케야�교통버스�아키우・가와사키�센다이�세이부�라이나가�센다이�역�서쪽�출구 
앞�버스�정류장에서�출발. “센다이시�덴몬다이”에서�하차해�주십시오. (천문대가 
개관할�때만�버스가�정차합니다.) 좌석을�예약한�승객이�우선시�됩니다.

센다이 시 천문대
Sendai Astronomical Observatory

토미자와�유적에서�발견된 2만�년�전�인간의�생활�유적과�숲의 
유적을�보존, 공개하고�있습니다

(우)982-0012　센다이시�다이하쿠구�나가마치�미나미4-3-1　
Tel: 022-246-9153　Fax: 022-246-9158
개관시간: 9:00am ‒ 4:45pm（입관은 4:15pm까지）
휴관일: 월요일, 제4 목요일　＊2＊3
요금: 400엔　＊1
교통: 지하철�난보쿠�센�나가마치�미나미�역에서�도보 5분

센다이 시 토미자와 유적 보존관
（지테이노모리 뮤지엄）

Sendai City Tomizawa Site Museum
(Chitei-no-Mori Museum)

다테�가�기증�문화재를�비롯해�센다이와�관련된�역사・문화・
미술공예�자료�등을�수장하고�있으며, 상설전에서는�수시로�약 
1,000점을�전시하고�있습니다.

(우)980-0862 센다이시�아오바구�가와우치26 
Tel: 022-225-3074　Fax: 022-225-2558
개관시간: 9:00am ‒ 4:45pm（입관은 4:15pm까지）
휴관일: 월요일　＊2＊3
요금: 400엔　＊1
교통: 센다이�역�서쪽�출구�버스정류장 9에서�시영버스 10분 
“하쿠부츠칸�고쿠사이센타마에” 하차�도보 3분. 관광주유버스 
“루플�센다이도�이용�가능.

센다이 시 박물관
Sendai City Museum

센다이 시 야기야마 동물공원
Sendai Yagiyama Zoological Park

센다이 문학관
Sendai Literature Museum

센다이 미디어테크
sendai mediatheque

도호쿠 대학 종합 학술박물관
The Tohoku University Museum

도호쿠 복지대학 세리자와 
게이스케 미술공예관
Tohoku Fukushi University
Serizawa Keisuke Art and Craft Museum

미야기 현 미술관
The Miyagi Museum of Art

인간국보(가타에조메)로�일본을�대표하는�염색공예가 
세리자와�게이스케의�작품과�그가�수집한�세계의�공예품을 
소개하고�있습니다.

(우)981-8522　 센다이시�아오바구�구니미1-8-1 
Tel: 022-717-3318　Fax: 022-717-3324
개관시간: 10:00am ‒ 4:30pm（입관은 4:00pm까지）
휴관일: 일요일・공휴일, 전시�교체�기간　＊3
요금: 300엔　＊1
교통: JR 센잔�선�도호쿠후쿠시다이마에�역�하차, 도보 10분. 
센다이�서쪽�출구 EDEN（구�센다이�호텔） 앞 24, 25에서 
시영버스 25분 “도호쿠후쿠시다이마에” 하차.

일본의�근, 현대�미술, 도호쿠�연관�작품�외, 칸딘스키�등�외국 
작품도�수장.  창작실에서는�직접�만들어�봄으로써�미술을 
체험할�수�있습니다.

(우)980-0861　센다이시�아오바구�가와우치�모토하세쿠라
34-1　
Tel:022-221-2111　Fax: 022-221-2115
개관시간: 9:30am ‒ 5:00pm（발권은 4:30pm까지）
휴관일: 월요일　＊2＊3
요금: 300엔　 　＊1
교통: 센다이�서쪽�출구�버스정류장 16에서�시영버스 15분 
“니코�미야기켄�비쥬츠칸마에” 하차. 관광주유버스�루플 
센다이도�이용�가능.

세계�각지에�생식하는�약 500마리의�동물을�사육, 전시하고 
있는�도호쿠�최대의�동물원입니다.

(우)982-0801 센다이시�다이하쿠구�야기야마혼초1-43
Tel: 022-229-0631　Fax: 022-229-8419
개관시간: 3-10월 9:00am ‒ 4:45pm（입장은 4:00pm까지）, 
11-2월 9:00am ‒ 4:00pm（입장은 3:00pm까지）
휴관일: 월요일　＊2＊3
요금: 400엔　＊1
교통: 센다이�역�서쪽�버스정류장 9, 11, 12에서�시영버스 25
분 “도부츠고엔마에” 하차

현내의�가장�오래된�서양식�목조건축물인�구�육군�병사를 
이용해�메이지�시대�이후의�센다이�역사와�사람들의�생활을 
소개하고�있습니다

(우)983-0842센다이시�미야기노구�고린1-3-7（츠츠지가오카 
공원�내）
Tel: 022-295-3956　Fax: 022-257-6401
개관시간: 9:00am ‒ 4:45pm（입관은 4:15pm까지）
휴관일: 월요일, 제4 목요일　＊2＊3
요금: 200엔　＊1
교통: JR센세키�선�츠츠지가오카�역에서�도보 5분. 센다이�역 
서쪽�출구�로프트�앞 18, 사쿠라노�백화점앞 32, 34～36에서 
시영버스�또는�미야기�교통버스 10분  “하라노마치 1초메” 
하차, 도보 7분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Sendai City Museum of History and Folklore

메이지�이후�향토�관계�문학자�도이�반스이와�시마자키�도손을 
비롯해�이노우에�히사시�초대�관장과�현재�활약�중인�작가를 
소개하고�있습니다.

(우)981-0902　센다이시�아오바구�기타네2-7-1
Tel: 022-271-3020　Fax: 022-271-3044
개관시간: 9:00am ‒ 5:00pm（입관은 4:30pm까지）
휴관일: 월요일, 제4 목요일　＊2＊3
요금: 400엔　＊1
교통: 센다이�역�서쪽�출구 EDEN（구�센다이�호텔） 앞 20～23
에서�미야기�교통버스(급행을�제외) 또는, 시영버스 20분 
“기타네�니초메�분가쿠칸마에” 하차, 도보 5분

도서관, 갤러리, 스튜디오, 영상�음향�라이브러리�등의�기능을 
갖춘�시민의�미술과�영상�문화의�활동거점입니다.

(우)980-0821　센다이시�아오바구�가스가마치 2-1 
Tel: 022-713-3171　Fax: 022-713-4482
개관시간: 9:00am ‒ 10:00pm　※일부�서비스는�시간이 
다릅니다. 
휴관일: 제4 목요일　＊3
요금: 무료（단, 전람회, 특별�이벤트는�별도�요금의�경우가 
있음）
교통: 센다이�역�서쪽�출구�쇼나이�은행�앞 29에서�시영버스 10
분 “미디어테크마에” 하차. 지하철�난보쿠�선�고토다이코엔 
역에서�도보 6분. 관광주유버스�루플�센다이도�이용�가능.

대학�연구자들이�전�세계에서�모은�진기한�화석이나�광물, 
토기나�석기, 골격표본, 유공충, 산호�등을�전시하고�있습니다.

(우)980-8578　 센다이시�아오바구�아라마키�아자�아오바 6-3
Tel: 022-795-6767　Fax: 022-795-6767
개관시간: 10:00am ‒ 4:00pm
휴관일: 월요일, 오본(8월�중순), 8월�마지막�일요일　＊2＊3
요금: 150엔　＊1
교통: 센다이�역�서쪽�출구�버스정류장 9에서�시영버스 20분 
“리가쿠부�시젠시�효혼칸마에” 하차, 도보 1분. 또는, 
“죠호가가쿠�겐큐카마에” 하차, 도보 4분. 루플�센다이도�이용 
가능.

Museums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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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중층적인 경험...

센다이 미디어테크
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

조젠지도리를 걸으면 거리에 늘어선 느티나무를 
생생하게 비추는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현대적인 
유리 건축물이 보입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는 
전람회장 외에도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가 있어서, 
언제라도 들러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이토 토요 씨가 설계한  건물의 
플로어, 벽, 그리고 그 외 디테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징의 하나가 건물을 지탱하는 엘리베이터를 
내 포 하 는  유 리  ‘ 튜 브 ’ 입 니 다 .  5 번  튜 브  내  
나선계단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특히 추천합니다. 유리로 각층의 모습을 확인하고,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들를 수 있습니다！각층에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다 양 한  의 자 가  있 습 니 다 .  

쉬고 싶을 때는 마음에 드는 

의자를 찾아보세요！

디자이너즈 체어

개관: 2001년
설계자: 이토 토요
주요 특징: 튜브, 플레이트, 더블스킨 구조 

건축 메모

유 리  벽  너 머 로  조 젠 지 도 리 의  아 름 다 운  
느티나무 가로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각층에서 다양한 각도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변해가는 경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테이블’에서는 테이블, 의자 
그 리 고  벽 이  칠 판 으 로  되 어  있 어 ,  
어디에나 분필로 써넣을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용 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숍에 들리면 언제라도 아트 관련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도호쿠의 전통 공예품에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품까지 한자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숍 
옆에 있는 카페의 아이스 코코아나 벨기에 맥주도 
추천합니다.
＊KANEIRI Museum Shop 6, 크리퍼스큘 카페

카페 호른( 2F )

조젠지도리

니시 공원

히
로

세
 강

센다이 미디어테크

‘숲의 도시’ 센다이를 상징하는 
조젠지도리는 전체 길이 700m
의 느티나무 가로수길입니다. 

가정요리 ‘이노우에’ 
( 3F )

잡화점 
‘MerryMerry

Christmasland’

중국요리 ‘도류몬’ 
(도쿄 일렉트론 홀 
미야기 2F )

Go!

MAP

미야기 현 미술관
宮城県美術館

미야기 현 미술관은 센다이의 랜드마크의 하나인 히로세 강 근처에 있는 
타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다양한 미술품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미야기 
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꼭 봐야할 장소이며, 많은 조각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술관 내에는 멋진 레스토랑도 있으며,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개관: 1981년
설계자: 마에카와 쿠니오
주요 특징:회유식 중정과 정원

건축 메모

앨리스의 정원에는 어린이와 동물을 테마로 한 매력적인 
조 각 이  매 우  많 습 니 다 .  이  사 랑 스 러 운  고 양 이 는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맑은 날에 정원을 
산책하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 듭니다. 

멋진 예술로 
가득한 산책�

미술관 컬렉션에는 센다이 근교 명승지인 
마츠시마의 유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라는 형태로 일본의 경치를 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현민 갤러리는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그 작가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 타르트나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 료 를  사 용 한  요 리  등 을  레 스 토 랑  
카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선 정 과  배 치 에 는  세 심 의  주 의 가  
기울여졌으며, 스타일리시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카페 모짜르트 피가로

일본화, 서양화, 판화, 조각 

그 리 고  공 예 품 을  중 심 으 로  

칸 딘 스 키 나  클 레 와  같 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컬렉션

니시 
공원

히
로

세
 강

찻집 겐고

센다이 국제 
센터

센다이 시 
박물관

미야기 현 미술관 빵집 ‘데신도’

이번엔 세사람의 이야기 밖에 소개할 수 없었으나 센다이 거주 
외국인은 뮤지엄을 즐기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   락
（중국）

특별 전시 이외에도 사토 추료 기념관이나 현민 
갤러리 등 볼거리가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넓고 웅장한 정원이나 건축물을 볼 수 있어 
최고였습니다. 

이 뮤지엄의 뛰어난 점은 메이지 시대 건물을 
통째로 보존해 민속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별 전시에서는 일본의 계절 
습관이나 도구에 관한 자료를 보고 일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본어로 전쟁 체험에 대해 쓰여 있는  
그림책 낭독과 그림 연극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Other Voice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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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세 도네레（라트비아）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은 센다이 역 동쪽에 있는 츠츠지가오카 공원 안에 있습니다. 
공원을 걸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19세기에 세워진 아름다운 회칠한 벽의 건물이 그 
뮤지엄입니다. 이곳에서는 몇 세대나 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도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코너는 아이들과 함께 들러보기에 안성맞춤 입니다.

민속자료관은 140년 전에 세워진 구 병사입니다. 
옛날 병사의 생활을 재현한 방도 있습니다.  

아주 아날로그한 
느낌입니다!

1874년 준공, 1945년까지 70년간 병사로 이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건축 메모
아직 전기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던 50년 전 
도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세탁기와 목탄을 넣어 사용하는 다리미 의 
실 물 을  손 에  들 고 ,  5 0 년  전  생 활 로  시 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학교 급식은 매우 건강에 좋고 
맛 있 어  보 입 니 다 .  어 릴 때  먹 던  것 을  
떠올리며 배가 고프면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시대 생활양식이나 
문화에 따라 도구는 다양합니다. 
모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물건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 뮤지엄에 오는 도중에 지난 

도로를 마차가 다니던 모습 

등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수의 옛날 사진

레스토랑 ‘선파스텔’
센다이 선플라자

라쿠텐Kobo
스타디움 

미야기

JR 센세키 선
츠츠지가오카 역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츠츠지가오카 
공원

Museums
Tailored to You

MAP

모니카 캅삽（미국）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仙台市歴史民俗資料館

데이비드 도노반（영국）

미야기 현 미술관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센다이 시 역사민속자료관

이 선희
（한국）

우 제나 웬 주
（아메리카）

이번호 에서는 다양한 스타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뮤지엄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뮤지엄의 특색 있는 건축이나 공간, 그리고 
콜렉션을 통해 여러분의 흥미・관심에 맞는 뮤지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방법으로�즐길�수�있는�다면적이고 
자유로운�뮤지엄�체험

이번�호의�테마

반
스

이
도

리

【센다이시 박물관 임시 휴관 안내】
2014년 12월 1일 (월) ～ 2015년 3월 27일(금)

URL http://www.city.sendai.jp/kyouiku/museum/
（일본어만）

센다이 시 박물관에서는 관내 개수공사 및 국제연합 방재 세계회의 개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월)부터 2015년 3월 27일(금)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실뿐 아니라 레스토랑, 뮤지엄 숍과 1층 정보자료센터를 포함한 전관이 
휴관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980-0821　센다이시 아오바구 가스가마치 2-1  (센다이 미디어테크 내)
토, 일, 공휴일은 휴무
Tel：022-713-4483
Fax：022-713-4482

（일본어만 대응 가능）
URL: http://www.smma.jp

센다이・미야기 뮤지엄 얼라이언스(SMMA)에 관하여

문의：센다이・미아기 뮤지엄 얼라이언스 사무국

센다이・미야기 지역의 다양한 박물관이 공통의 지적 자원으로 협동함으로써 
지역에 있어서 유익한 기능을 획득해 가기 위한 공동 사업체입니다. 각 관의 
학예원이나 전문직원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집적하고, 분야를 횡단하는 
연계 이벤트,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재의 육성지원, 
관광자원의 개발 등 단독의 박물관으로는 실현 곤란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실행하고, 지역의 요구에 맞는 신시대의 뮤지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