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 개요

국립민족학박물관(민파쿠)은 문화인류학 및 민족학에 관한 

연구활동과 그 성과를 전시, 공개하는 박물관 활동을 함께 실시하는, 

박물관을 소유한 연구소입니다. 조사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민족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최신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74년에 창설, 

1977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물관에서는 여러 민족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의식주 등의 생활용구를 비롯한 표본이나 레코드, 컴팩트디스크, 

테이프, 필름 등 영상·음향, 문헌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의 일부는 일반에 공개합니다. 

특별전시관 입구 

본　관

태양문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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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20명 이상의 단체요금, 대학 등에서 수업으로 이용하시는 분, 수업 리포트 등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생, 3개월 이내의 재방문자, 만 65세 이상 관람자의 할인요금(증명서 등 필요)

※특별전 관람요금은 그때그때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용 안 내

TEL. +81-(0)6-6876-2151
FAX. +81-(0)6-6875-0401

●자연문화원(유료구역)을 통과하실 경우, 자연문화원 각 게이트 옆의 발매기에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관람권을 구매해 주십시오. 자연문화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신 분은 동행인 1명과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고등학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문화원(유료구역)을 통행하실 때는 자연문화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오사카 모노레일 <고엔히가시구치>역을 통해 입장하시면 자연문화원(유료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는 상황에 따라 예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정원 앞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일본정원 앞 게이트>옆에 있는 국립 민족학박물관 전용 통행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오전 10시~오후 5시(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휴관)), 연말연시(12월 28일~1월 4일)

일반 420(350)엔    고등학생 대학생250(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개관시간

문의처

휴 관 일

관 람 료

■오사카·만국박람회 기념공원 내

●오사카 모노레일로 <반파쿠키넨코엔>역·<고엔히가시구치>역 하차, 도보 약 15분

●한큐 <이바라키시>역·JR <이바라키>역에서 버스로 <반파쿠키넨코엔>역(엑스포시티 앞)·

　<니혼테이엔마에> 하차, 도보 약 13분

●승용차의 경우는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일본정원 앞 주차장>(유료)에서 도보 약 5분

●택시는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일본정원 앞 주차장>까지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내

특별전시관

본관 입구 본관 출구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테마를 정해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민파쿠 세미나

회원기관지 『계간 민족학』을 발행하여, 매월 후원회 강연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센리문화재단 TEL.06-6877-8893

국립민족학박물관 후원회

연구자에 의한 해설을 더하여 영상자료를 상영합니다.민파쿠 영화회

세계 각지의 민족예능 등의 공연을 개최합니다.연구공연

매주 일요일에 연구자가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민파쿠 위크엔드·살롱

대형 수동오르간 연주나 워크숍 등을 실시합니다.1층 엔트런스 홀에서의 행사

●본관 전시
본관의 전시는 지역전시와 통문화전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역전시는 오세아니아를 출발 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돌아 세계를 

일주한 후, 마지막에 일본에 도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문화전시에서는 특정 지역단위가 아니라 음악과 언어를 

위주로 널리 세계의 민족문화를 통람하는 형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
연구의 성과를 특정한 테마나 내용에 따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1년에 수차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기획전시
1년에 수차례 본관에서 특정한 테마를 정해 전시합니다. 

●무료 구역
인트로덕션, 탐구광장 및 비디오테익은 무료입니다.

●도서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 3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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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관람요금은 그때그때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용 안 내

TEL. +81-(0)6-6876-2151
FAX. +81-(0)6-6875-0401

●자연문화원(유료구역)을 통과하실 경우, 자연문화원 각 게이트 옆의 발매기에서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관람권을 구매해 주십시오. 자연문화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신 분은 동행인 1명과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고등학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문화원(유료구역)을 통행하실 때는 자연문화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오사카 모노레일 <고엔히가시구치>역을 통해 입장하시면 자연문화원(유료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는 상황에 따라 예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정원 앞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일본정원 앞 게이트>옆에 있는 국립 민족학박물관 전용 통행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오전 10시~오후 5시(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휴관)), 연말연시(12월 28일~1월 4일)

일반 420(350)엔    고등학생 대학생250(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개관시간

문의처

휴 관 일

관 람 료

■오사카·만국박람회 기념공원 내

●오사카 모노레일로 <반파쿠키넨코엔>역·<고엔히가시구치>역 하차, 도보 약 15분

●한큐 <이바라키시>역·JR <이바라키>역에서 버스로 <반파쿠키넨코엔>역(엑스포시티 앞)·

　<니혼테이엔마에> 하차, 도보 약 13분

●승용차의 경우는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일본정원 앞 주차장>(유료)에서 도보 약 5분

●택시는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일본정원 앞 주차장>까지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내

특별전시관

본관 입구 본관 출구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테마를 정해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민파쿠 세미나

회원기관지 『계간 민족학』을 발행하여, 매월 후원회 강연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센리문화재단 TEL.06-6877-8893

국립민족학박물관 후원회

연구자에 의한 해설을 더하여 영상자료를 상영합니다.민파쿠 영화회

세계 각지의 민족예능 등의 공연을 개최합니다.연구공연

매주 일요일에 연구자가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민파쿠 위크엔드·살롱

대형 수동오르간 연주나 워크숍 등을 실시합니다.1층 엔트런스 홀에서의 행사

●본관 전시
본관의 전시는 지역전시와 통문화전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역전시는 오세아니아를 출발 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돌아 세계를 

일주한 후, 마지막에 일본에 도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문화전시에서는 특정 지역단위가 아니라 음악과 언어를 

위주로 널리 세계의 민족문화를 통람하는 형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
연구의 성과를 특정한 테마나 내용에 따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1년에 수차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기획전시
1년에 수차례 본관에서 특정한 테마를 정해 전시합니다. 

●무료 구역
인트로덕션, 탐구광장 및 비디오테익은 무료입니다.

●도서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이 3층에 있습니다.

N

중앙 출입구

동쪽 출입구

반파쿠키넨코엔역

오사카 일본민예관

일본정원

일본정원 앞 주차장

일본정원 앞

태양의 탑

주고쿠 자동차도로

오사카 모노레일

고엔히가시구치역고엔히가시구치역

국립민족학박물관

자연문화공원

반파쿠키넨코엔역(엑스포시티 앞)



<리서치 데스크> <연구의 

현장에서> <세계를 만지다> 

이  3코너를 통해 민파쿠의 

연구나 전시를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탐구광장

세계  각종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예절, 예능 

등 을  기 록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테익

전시물을  보 면서  영 상과  

음성에 의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는  휴대형  전시해설  

장 치 를  무 료 로  대 여 해  

드립니다.

민파쿠 전자 가이드

문화인류학·민족학 관계의 

문헌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관일:일요일 ,  공휴일  및  

민파쿠 휴관일

도서실(본관 3층)

세계  각국의  공예품이나  

문화인류학·민족학에 관한 

서적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TEL.06-6876-3112
FAX.06-6878-8421

뮤지엄 숍

각국의 민족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11 : 0 0∼ 16 : 3 0
(주문마감16:00 )
TEL.06-6876-1293

레스토랑

수하물 사진·비디오 촬영 음식물

이 용  시  주 의 사 항

1층의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큰 수하물은 

안내소 및 관람권 판매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긴 

우산이나 스포츠 용구 등은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본관 전시는 개인사용을 위한 사진·비디오 촬영은 

자유입니다.  단  삼각(일각)대 ,  셀카봉이나 

조명스탠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전·기획전 

등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별도로 규정합니다.

전시장 내에서 음식(음료·사탕·껌 등 포함)을 먹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관내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레스토랑 

및 지하의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앙 파티오

본관 2 층

B블럭

이벤트 때만
이용 가능

A블럭

무료구역

C블럭

특별전시관관계자 전용

1F

강당(2F)강당(2F)

2F B블럭

A블럭 C블럭

아
이
누 

문
화

조
선
반
도
의  

문
화

아
프
리
카

유
럽

언
어

강당

제1~4
세미나실
제1~4
세미나실

기획전시장 중앙·북아시아

중국지역의 문화

동아시아

일본문화

동남아

남아시아

내비광장

서아시아

탐구광장

음악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비디오테익

관람권 판매소
민파쿠 전자 가이드

관람권 판매소
민파쿠 전자 가이드

다기능 단말실다기능 단말실

제5~7
세미나실
제5~7
세미나실

인트로덕션

무료구역무료구역

동아시아

B3

B4
B2

B5A5

A4

A1

B1

A3

A2

C3

C2

C1 C4

C5

B

CA

CA

마크설명

안내소

관람권 판매소

휴게소

휴게소(식사 가능)

휴게소(음료만 가능)

엘리베이터

공중전화

물품보관함

흡연코너

자동판매기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레스토랑

뮤지엄 숍

AED설치장소

본관 1 층

직원 통행구

뮤지엄 숍뮤지엄 숍

후원회 카운터후원회 카운터

휴식 공간(BF)휴식 공간(BF)

(전시장)

엔트런스 홀

레스토랑레스토랑

특별
전시관
특별
전시관

특별전시관 휴게소(BF)특별전시관 휴게소(BF)

특별전시관 입구특별전시관 입구

일본정원일본정원

본관 입구 본관 출구

태양문태양문
정문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