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미술관

homepage   www.gmoma.or.kr
twitter          @gyeonggimoma
facebook      Gyeonggi Moma

425-8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초지동)

4호선 초지역 화랑유원지 안

3월 - 6월

평일·일요일 : 10am - 6pm / 토요일 : 10am – 7pm 

7월 - 8월

월 - 일요일 : 10am - 7pm 

9월 - 11월

평일·일요일 : 10am - 6pm / 토요일 : 10am – 7pm 

12월 - 2월, 7월 - 8월

월 - 일요일 : 10am - 6pm 

*연장운영 홈페이지 참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월요일 휴관 (단, 공휴일 제외)

관람시간

성인 : 4,000원, 학생·군인 : 2,000원

48개월 이상 미취학아동 : 1,000원 *할인혜택 제외

단체 : 20인 이상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

관람요금

할인 : 경기도민 50%

무료 :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아(48개월 미만), 단체 인솔교사 1인

우대혜택

031)481-7057

* 어린이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관람에 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 10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하여 입장해주세요.

문      의

관람안내 

공간안내

어린이 꿈★틀 
안내데스크

교육체험실
B 

어린이 꿈★틀
전시실

꿈★충전소

별별교실

꿈★마루

교육체험실
A

1F

2F

알쏭~달쏭~ 

같은 듯 다른 두 그림!

회화 작품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머리 속을 말끔하게 비우는

힐링 충전소!
꿈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상상충전소!
그리고 내 소중한 스마트폰

충전소~

관람수칙

하나.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와 함께 활동해주세요.

둘.   실내에서는 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셋.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을 보면서 꿈꾸고
만지며 상상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현대미술 체험공간입니다.

꿈★마루에는 화랑유원지 풍경과

아이들 전시 체험 광경을 

볼 수 있는 ‘쉼터’와

손과 발이 신나는 ‘배움터’,

‘수유실·양호실’이 있습니다.

*어린이꿈★틀 안내데스크에 어린이 미아방지용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을 담아내는 틀”

어린이들이 예술작품 감상과 예술체험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꿈’을 이루는 미술관

어린이 홍보단 & 어머니 써포터즈 소개

미션

예술체험을 통한 어린이의 신체 및 감성 발달

비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최고의 어린이교육기관 위상 확립

전시+교육+체험을 함께하는 특화된 교육

미술을 매개로 한 창의력·상상력 개발  

경기도미술관 어린이 꿈★틀의 홍보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경기도지역 어린이 15명, 어머

니 13명이 1기로 선발되어 2013년 7월 출범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해 모니터�링을 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

는 것입니다.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최고 활동단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며 모든 홍보단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경기도미술관 “어린이 꿈★틀”은 현대미술 감상과 체험요소로 채워진 ‘틀

[장치, 장소]’로서,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꿈을 이룰 수 있

는 곳입니다. 현대미술의 감상·체험·교육프로그램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획하고 한자리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예술적 잠재력을 

기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복합 공간입니다.

현대미술로 행복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안내

어린이단체 전시관람

·기간 : 8월 - 12월  ·시간 : 10:30 / 11:30 / 13:00 / 14:00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20인 이상)

·장소 : 어린이 꿈★틀 전시실

 * 전시실 안에서 상시체험이 가능합니다.

 * 15시 이후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자유관람 가능합니다.

“친친 당일캠프 : 친절한 미술관과 친해지자!!”

·기간 : 8월 - 11월  ·시간 : 10:30 - 18:00(매월 두번째, 네번째 주 토)

·대상 : 어린이 동반 가족 20명(4인기준)

·장소 : 교육체험실 A

·내용 : 현대미술과 친해지고 가족과도 친해지는 경기도미술관 당일 캠프 프로그램

·참가비 : 가족당 30,000원(*준비물 : 개별 점심 도시락)

“ 자연의 주인은 누구일까”

·기간 : 8월 - 10월  ·시간 : 10:30 / 14:30(매주 일)

·대상 : 어린이 동반 가족 20명(4인기준)

·장소 : 교육체험실 A

·내용 :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면을 만들어보고 자연 놀이를 해봅시다!!

·참가비 : 가족당 20,000원

전시연계 심화프로그램 - 표현놀이 “내 마음속 그림 그리기“

·기간 : 8월 - 10월 ·시간 : 11:30 / 14:30 / 15:30 (매주 화, 목)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20인 이상)

·장소 : 어린이 꿈★틀 별별교실

·내용 : 같은 듯, 다른 두 그림을 비교해 보고 작가처럼 마음속 그림을 그려봅시다!! 

·참가비 : 4,000원 

전시연계 심화 프로그램 - 자연놀이 “나무야 이파리야 모두모두 고마워!”

·기간 : 8월 - 10월  ·시간 : 10:30 / 11:30 / 13:30 / 14:30(매주 수, 금)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20인 이상)

·장소 : 교육체험실 A

·내용 : 아픈 자연을 치료해 주세요!!

·참가비 : 2,000원 

예약 :  미술관 홈페이지(www.gmoma.or.kr)에서 사전 인터�넷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 031)481-7057

“어린이 꿈★틀”에서 현대미술과 함께 무엇이든 꿈꾸어 보세요. 

자연놀이, 생각놀이, 언어놀이, 표현놀이~ 작품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꿈이 꼬물꼬물 피어오를 걸요?

“어린이 꿈★틀”에서 나의 꿈에 상상의 날개를 맘껏 달아보세요!

야외, 로비

몸놀이

작품과의 즉각적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영역을 발달시키고 드로잉놀이

공간놀이, 언어놀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상상놀이

작품을 관찰하면서 어린이들의 감성영역을 발달시켜 창의력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생활속 재료를 활용한 작품, 자연을 소재로 하는 작품,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키워주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표현놀이

회화작품의 표현기법을 알아보고 작품을 이해하여 어린이들의 인지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전시공간 안내

和洯 - 流(화결- 류) Harmony
장태영

별별교실

꿈★마루

느리다, 같다, #21015

slow, same, #21015
문범

구름을 가르다 

Cross the cloud
노동식

잎 Leaf
박용선

알파 비트 ALPHA BIT
김용관

공동체 Community
이웅배

내 얼굴 위의 세계 The World on My Face
이피

夢想(몽상) Fantasy
박형규

새 공부 A Bird Study
손솔잎

불다 blow
홍상식

미키 폭탄 The Mickey Bomb
김지민

플레이하우스 Play House
BAU architects 김순주+권형표

포획된 자연_땅#11

The captured nature_earth#11
박형렬

전시장

평일 교육프로그램

주말 교육프로그램

아트닭장

Artistic Hen House
정기현

‘으라차차, 우리소가 챔피언 먹었어!’

‘Go! Our cow is the champion!’
임영선

 - 0 + 플레이 

 - 0 + Play
오완석

플라이핑&플로린

Flyping & Flowrin
김미인&서정국

5만의 창, 미래의 벽

Wall of Hope
강익중

공간 안에서 In a space
손몽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