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소식
세계적 수준의 갤러리 컬렉션에 있는 호주 및 해외 미술품은
조각과 그림부터 사진과 설치물 등이 건물 4 개 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 유료 전시회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상층에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미술 컬렉션,
18 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미술품을 위시한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술사에서 본 유명한
거장들의15 ~ 20세기 유럽 미술품 갤러리가 있습니다.
1 층 아랫부분의 아시아 갤러리는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및 동남아시아 작품을 번갈아 전시하는 아시아 예술
전용관입니다.

2 층 아랫부분에는 호주 및 해외 현대 작품을 번갈아 전시하고
있으며 종이 작품 학습실이 있습니다.
유료 전시회

2021년 아치볼드
(Archibald) 상, 윈
(Wynne) 상, 술만
(Sulman) 상
수상작품
6 월 5 일 부터 9 월
26 일까지

아치(Archie) 100 :
아치볼드 상 100년
6 월 5 일 부터9 월
26 일까지
힐마 아프 클린트
(Hilma af Klint) :
비밀 그림(The
Secret Paintings)
6 월 12 일부터 9 월
19 일까지

마티스 : 삶과 혼
(Life & Spirit)
센터 걸작품
(Masterpieces
from the Centre)
파리 퐁피두
2021 년 11 월 20 일
부터 2022 년 3 월 13
일까지
안내 데스크 및
온라인에서 티켓
구매 가능

무료 전시회

마르겔 힌더
(Margel Hinder) :
모던 인 모션
5월 2일까지
망향 (Longing
for Home)
8월 22일까지
내셔널 2021 : 신
호주 예술
9 월 5일까지

우리 식생활 (The
Way We Eat)
2022년까지
퍼플 하우스
2021 년 9 월 4
일부터 2022년까지
마티스 얼라이브
2021 년 10 월부터
2022년까지

가족 : 여기서 바라본
모습(A View
from Here)
2021 년 11 월 6 일
부터 2022 년 2 월 13
일까지

정보

갤러리 숍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포스터, 카드 및
선물용품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가장 방대한
미술 서적들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판매품 모두 뉴사우스 웨일즈
미술관 지원에 사용됩니다.
레스토랑 및 카페
맷 모란(Matt Moran) 제작 :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격식 없는 단품 요리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 가벼운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는 정부 인가 카페

브렛 휘틀리 스튜디오
(Brett Whiteley Studio)
목 ~ 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02) 9225 1881
2 Raper St, Surry Hills, Sydney
호주 예술가 브렛 휘틀리의 작업실과 집을
방문해보세요.
J.P. Morgan사의 협찬에 따라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지상층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예술
호주 예술
유럽 예술
임시 전시회
1층
아시아 예술
임시 전시회
2층
근현대 미술
임시 전시회

@artgalleryofnsw
#artgallerynsw
무료 와이파이
휠체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주십시오.
장애자 출입은 만곡부를 이용하거나
Art Gallery Rd의 관리 차량 전용 도로를
통해 갤러리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층
도메인 극장

가디갈 민족 영토에 위치

뉴 사우스 웨일즈 미술관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정규시간 외 예술 : 수요일 오후 9 시까지
Art Gallery Road, The Domain
Sydney NSW 2000 Australia
+61 2 9225 1700
artmail@ag.nsw.gov.au
artgallery.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