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피아 왕비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
인 <컬렉션의 재배열과 확장>은 수년간의 작업 끝에 
2021년 11월 26일에 막을 열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기원부터 가장 최근의 예술에 이르기까
지, 1881년부터 2021년까지 달리는 이번 컬렉션 투어
는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다시 통합적으로 해석합니다. 

전시 작품의 70%, 즉 12,000㎡를 차지하는 약 2,000
여 점의 작품들이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면서 
Sabatini 빌딩 0층의 새 전시실과 같은 새로운 전시공
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백 여 점의 작품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주제(이민, 
식민주의, 생태 환경 또는 성 정체성과 같은 현시대 상
황)를 다루고 여성 예술가의 참여를 대폭 늘리며 컬렉
션 흐름에 건축술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
대순이 아닌 풍부한 서지와 보존 기록에 의해 각기 다
른 주제 공간으로 나누어진 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메인 전시장
인 두 건물의 여러 층에 배치되어 있고, 레티로 공원
에 있는 전시장에서는 임시 전시회를 만나실 수 있습
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
한국어

환영합니다

컬렉션본관안내
출입구: 
Sabatini 관, Santa Isabel, 52. Madrid
Nouvel 관, Ronda de Atocha, s/n. Madrid

관람시간
월요일  10:00 - 21:00 
화요일 휴관 
수요일-토요일  10:00 - 21:00
일요일  10:00 - 14:30 

무료입장 시간 (단체 제외)
월요일  19:00 - 21:00 
수요일-토요일  19:00 - 21:00
일요일  12:30 - 14:15
4월 18일, 5월 18일, 10월 12일, 12월 6일

레티로공원 분관 (SEDES PARQUE DEL RETIRO) 

유리궁전* (Palacio de Cristal) 
벨라스케스궁전 (Palacio de Velazquez)
무료 입장 – 매일 개방
관람시간
4월–9월  10:00 - 22:00 
3월, 10월  10:00 - 19:00 
11월-2월  10:00 - 18:00 
* 유리궁전은 우천시 개방하지 않습니다

박물관패스
일반입장권 온라인

 
일반입장권 
일반입장권과 오디오가이드 
연간 2회 입장권 
입장권은 첫 방문 시 활성화됩니다.

무료 및 할인 관람료 문의
 

박물관패스
3대 미술관 통합연간권 (Paseo del Arte) 
국립박물관 연간이용카드 

단체관람객 입장료
단체관람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및 구매해야 합니다. 개별관
람시 적용되는 할인 및 무료입장은 단체 관람객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관람 단체 구성(임시) 최소 8명 ~ 최대 25명, 단체 책임자 포함.

가이드투어(스페인어)

사다 

본관 안내 SABATINI 관

NOUVEL 관 

입구

입구

테라스

분관 안내 PARQUE DEL RETIRO
분관

15분

약 30분 ~ 1시간.

인원 : 8 명

만나는 장소 :  Sabatini  정원 
       
비용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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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7. 
장치 92. 역사를 
되돌릴 수 있을까?

Nouvel 빌딩 

에피소드 6. 
취한 배: 80년대의 
절충주의, 제도성 
및 불복종

https://www.museoreinasofia.es/en/visit/accreditation
https://www.museoreinasofia.es/en/visit/opening-hours-and-ticket-prices
https://entradas.museoreinasofia.es/en/
https://entradas.museoreinasofia.es/en/


박물관 웹 사이트에서 열린 
전시실을 확인하세요.

 카페/Nubel 레스토랑
수요일-일요일 10:00 -23:00 
월요일 - 화요일 휴무
(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제외)
전화(+34) 91 530 17 61

카페/Taberna Arzábal 레스토랑
월요일 - 목요일 11:00 - 23:00
금요일 - 토요일 11:00 - 23:00
일요일 11:00 - 20:00
전화 (+34) 91 528 68 28
 
박물관내 휴식장소는 Sabatini 건물 복도와 정
원, Nouvel 테라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컬렉션

특별전시실

제1컬렉션

제1컬렉션

제3컬렉션

컬렉션

특별전시실

도서관

서점
월요일-토요일 10:00-20:45
일요일 10:00-15:00
화요일 휴무
전화(+34) 91 787 87 82

상점
월요일-토요일 10:30-20:45
일요일, 공휴일 10:30-14:00
(Nouvel 건물 1층 상점은  
14:45분까지 영업)
화요일 휴무 
전화(+34) 91 539 21 51

입장안내

입장권은 하루 동안 유효합니다. 박물관 출
구에서 입장권을 제출해주세요. 음식물 반
입은 보관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물
관 내에서는 금연입니다(실외포함). 날카로
운 물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본 안내문은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의 지원을 받
아 제작되었습니다

홈페이지 :  
www.museoreinasofia.es

206호 게르니카실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합니다.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2도입니다.
유효한 증빙서류 지참시 안내견 및 보조견과의 동반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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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웹 사이트에서 열린 전시실을 확인하세요.

그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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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실 제세동기오디오가이드물품보관함, 
외투보관소

엘리베이터 화장실 안내소 만남의 장소기저귀갈이대아기띠
아기의자  

티켓 문화매개소 
(작품 설명, 안내 제공)

휠체어
접이식 의자를 대여해드

립니다.C 

https://www.museoreinasofia.es/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3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2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4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5
https://www.museoreinasofia.es/en/exhibitions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1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8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5
https://www.museoreinasofia.es/en/exhibitions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7
https://www.museoreinasofia.es/en/collection/episode-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