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미술관 사명

조단 스니처 미술관은 오리건 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시각
예술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조단 스니처 미술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미술관 방문이 즐거운 경험이 되어서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특별전을

보러 왔거나 휴가차 들렀거나, 혹은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보기 위해

왔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술관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술관에서는 아름다운 갤러리,

뛰어난 소장품과 전시회 외에도

일반 대중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회, 그리고 카페,

기념품 판매, 장소 대여 같은 것을

포함한 방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셔서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으시고, 미리 보기 알림 서비스 또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이벤트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리건 대학의 조단 스니처 미술관은 오리건 주에

있는 여섯 개의 박물관 중의 하나이자 유일한 대학

박물관으로서 미국 박물관연합의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전통 또는 현대 미술 소장품들을
직접 만나 보실 수 있고, 흥미 있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오리건 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오리건 대학
및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사를 뒷받침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단 스니처

미술관은 미국, 아시아, 유럽의 미술품들을 통해서 여러

문화를 이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특별전을 통해

소장품들의 폭을 넓히고, 뛰어난 작품들과 작가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입니다.

“...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거투르드 바스 워너
오리건 대학교 졸업식, 1933년 6월 10일

Left: Sam Abell (American, b. 1945). Morpho Butterfly Wings Open, 2003–07. Color digital print
on paper. Gift of the Artist
Above: ITO Shinsui (1898–1972). Japanese; Shōwa period, 1934. Hair. Shinhanga woodblock
print in vertical ōban format; ink and color on paper, 17 3/16 x 10 3/4 inches. Murray Warner
Collection of Oriental Art
(Cover, detail) Ten Symbols of Longevity. Korean; Joseon dynasty, 1880. Ten-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silk, 80 1/4 x 205 inches. Murray Warner Collection of Oriental Art

Left: Maria Magdalena Campos-Pons
(b. 1959), Cuban. Nesting, 2007.
3 Polaroid prints (edition of 3),
24 x 60 inches. © The artist.
Right: Mel Katz (b. 1932), American.
Overlap, 2004. Painted aluminum.
Gift of Jordan D. Schnitzer and his
Family Foundation.

미술관을 방문할 때...

n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도 모두 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n 핸드폰을 써서 편리한 음성 관람 안내를 이용해

주세요.

n 가족 관람에 편리하게 고안된 아트 팩 (ArtPack)을

대여하셔서 능동적인 미술관 관람도 경험하시고
무료입장의 혜택도 받으세요.

방문자 안내

곳을 빼고는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자리잡고 있으며 14번가와 킨케이드 스트리트가 만나는

n 사진촬영은‘사진촬영 금지’
라는 사인이 있는
n 작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조단 스니처 미술관은 오리건 대학 캠퍼스의 중앙에

곳에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미술관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권은 주차장

입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미술관 주변에
충분한 노상 주차 공간이 있고, LTD/EMX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안에 자리한 마르세

카페에서 식사나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미술관 상점에서
기념품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541.346.3027로 문의하거나

미술관 홈페이지 jsma.uroegon.edu를 방문해 주십시오.

미술관 시간

화요일-일요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5:00
오후 8시까지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명절에는 문을 닫습니다.

입장료

미술관 회원
성인

연장자(62세 이상)
18세 이하

오리건 대학 교수와 직원
대학생(학생증 지참)

무료
$5
$3

무료
무료

무료

Below left: UTAGAWA Hiroshige (1797–1868). Japanese;
Edo period, 1857. Suidō Bridge and Surugadai, from
the series One Hundred Famous Views of Edo. Ukiyo-e
woodblock print in vertical ōban format; ink and color
on paper, 14 1/8 x 9 9/16 inches. Murray Warner Collection
of Oriental Art
Below right: Morris Graves (1910–2001), American.
Sleeping Lioness, 1930s. Graphite on paper, 11 7/8 x 16
inches. Graves at Oregon Collection

역사

Left: Tichvine Mother of God with Child, late
17th century. Egg tempera with bronze powder
or gold leaf on wood panel, 50 x 38 inches.
Murray Warner Collection of Oriental Art

The John & Ethel MacKinnon Gallery
is dedicated to European art.

오리건 대학의 미술관은 1933년 6월 10일에 일반대중에게

그리고 격자모양의 철 장식을 가지고 우아하게 벽돌로

아츠 스쿨의 학장이었던 (1914–46) 엘리스 로렌스가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이 미술관은 미국 역사 유적지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오리건 대학 아키텍처 앤 얼라이드
건물을 디자인하였고, 1921년 거투르드 바스 워너가

그녀의 남편 머레이 워너를 기리기 위해 3,700여 점이

지어진 원래의 미술관 건물은 오리건 주에서 가장 독특한
명부에 역사적인 건축물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오리건 대학의 지도자들과 미술관의

넘는 미술품을 대학에 기증하면서 생긴 머레이 워너 동양

이사회는 미술관의 개선과 확장을 위한 미술관 캠페인을

소장품들은 주로 워너 여사가 살았고 여행 다녔던 중국과

숙원이던 미술관 확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처음 미술관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902년부터 1925년까지 오리건 대학의 총장이었던

프린스 루시엔 캠벨과 워너 여사는 대학 캠퍼스에 미술관
건물이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캠벨 총장은 대학이 그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드디어 2002년 10월에는

시카고의 디자인 회사 해먼드 비비 루퍼트 에인지의
디자인은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원래의 미술관 건물의 건축 요소와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미술관 건물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 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술관의 재정 지원자였던 조단 스니처를 기리기

믿었습니다.

위해 조단 스니처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005년

프린스 루시엔 캠벨 기념 안뜰을

공간으로 인해 특별전을 비롯 여러 개의 전시회를

동양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비롯하여, 멋진 외각 띠 장식,
Qing dynasty (1644-1912) throne display,
including Chinese courtly art in the Betty
and John Soreng Gallery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훨씬 더 넓어진 갤러리
동시에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시설로는 아트

스튜디오와 강의실이 있습니다. 로이 네빌 박사 부부의

기증과 재정 지원으로 2012년에 미술관은 처음으로 유럽
갤러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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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여 점이 넘는 영구 소장품 중에서 선별된 작품들이
돌아가면서 이층에 전시됩니다. 미술관의 교육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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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태평양 북서부 작가 모리스 그레이비스(1910–2001)
가 종이에 그린 작품들을 어느 미술관보다 더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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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restrooms are located

R

on the JSMA’s lowest level
and are accessible by elevator
and stairs.

EDUCATION
ART STUDIO
해럴드

MUSEUM

MUSEUM

STORE
CAFÉ 미국
앤 알린
(APS)스니처 갤러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나 북서부 쪽 지역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SPACE

Soreng Gallery

Foyer

Entrance

베티 앤 존 소랭 갤러리에는 중국 작품들로 전시됩니다.
FRONT ENTRANCE

일반 대중 프로그램과 다중언어
미술관에 오셔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에서부터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조단

스니처 미술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벽에 붙어 있는 라벨, 음성 안내, 소책자, 카탈로그,

관람자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미술관
관람, 강의, 심포지엄, 영화, 워크샵 그리고 시범이
포함됩니다. 조단 스니처 미술관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터이며 오리건 주 안에서 K–12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전시 갤러리들과 음성 안내는 스페인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밖의 다른 언어 서비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도움이 필요하신 방문자께서는 541.346.0910으로 전화
주거시나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회원제와 후원
가입

n 미술관을 방문한 그 날 회원에 가입하시면, 그 날의

입장료를 회원가입비에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날 미술관을 떠나기 전에 입장료 영수증
을 안내 데스크에 제출하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n 조단 스니처 미술관의 회원이 되면 일 년 간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개막식에 초대
받고 회원 소식지를 받아보거나, 워크샵 또는 강의
등록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다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 상점과
카페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미술관 회원이 되길 원하는 분은, 미술관 홈페이지

jsma.uoregon.edu/membership을 방문하거나
541.346.3027으로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기부

여러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입장료, 프로
그램 등록비, 회원가입비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 단지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조단 스니처 미

술관은 개인이나 회사, 재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지
역, 주, 연방의 후원금을 가지고 미술관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법이 정하는
한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은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정

말 필수적입니다—참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
시회를 설명해주는 투어 가이드가 되거나 방문자들이나
특별 이벤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541.346.3027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조단 스니처 미술관
1430 Johnson Lane • 1223 University of Oregon
Eugene, OR 97403–1223
전화: 541.346.3027 • http://jsma.uoregon.edu
오리건 대학 캠퍼스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안내서 제작비의 일부는 오리건 아츠 커미션과 연방
기관인 내서널 인다우먼트 퍼 더 아츠의 후원금으로부터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리건 대학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기관이며 장애인 복지법을 준수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미리 요청하시면 제공되오니,
541.346.0973으로 전화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