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ING
M U S E U M

조명박물관

단체프로그램안내



조명박물관캐릭터

조명박물관을 대표하는 4명의캐릭터입니다.

빛돌이

포동이

불똥이

호롱이

백열전구를모티브로한캐릭터

Lamp에서유래된이름을갖고있는남
포등캐릭터

어디로튈지모르는위험하지만
소중한캐릭터

불꽃을내는심지꽃이모자를쓴캐릭터



•관람시간 월~일, 오전10시~오후5시 (4시입장마감)

•휴관일 추석, 신정, 구정, 필룩스 창립기념일(6.20)

•홈페이지 http://www.lighting-museum.com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문의 070-7780-8911, 8912

•관람료

▶하절기(2월~11월중순)

• 36개월미만의 유아/65세 이상성인은 입장료 무료

•장애인, 양주시민할인은 증명자료 소지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추가 단체할인은 불가

관람안내

구분 일반 장애인, 양주시민

성인 (20세~64세) 5,000원 2,500원

소인 (0세~19세) 4,000원 2,000원

65세이상, 36개월미만 무료입장

개인

http://www.lighting-museum.com/


코스이름 프로그램 비용 소요시간

불똥이

빛돌이

호롱이

포동이

전시관람

▶상설기간(2월~11월중순)

3,500원 약 1시간

전시관람
+공연관람 8,000원 약 2시간

전시관람
+만들기 체험

3,500원+체험선택
(3,000~10,000원)

약 1시간30분

전시관람
+공연관람
+만들기 체험

8,000원+체험선택
(3,000~10,000원) 약 2시간30분 ~ 3시간

만들기체험(선택)

스노우 하우스 3,000원 마법 저금통 3,000원

터치 스탠드 5,000원 숲 속의 반딧불이 10,000원램프인형 (폼 클레이) 5,000원

포동이 램프 3,000원

관람안내



관람안내

▶동절기특별전기간(11월 중순~1월말)



단체프로그램안내
•대상 : 20명이상단체

•단체관람문의 : 070.7780.8913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단체(20명이상)는원활한전시관람을위해방문일일주일전까지사전예약이필수입니다.

•단체관람사전답사는답사방문일 3일 전까지가능하며, 선착순으로허가됩니다. (무료입장)

•단체일경우양주시민할인, 36개월미만, 65세이상무료는적용되지않습니다.

▶단체예약

▶ 단체예약시안내사항

• 박물관에서는인솔자를배치하지않습니다. 

방문하시는단체담당선생님이직접아이들을인솔하시어 관람하셔야합니다.

• 관람시필요한동선안내, 체험안내, 공연장아내등은안내해드립니다. (일정표제공)

• 공연은 2~3개월에 한번씩공연내용이변경됩니다. (공연일정은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20명이상의단체일경우평일에도공연관람이가능하며공연인원이적은경우

다른단체와함께관람하실수있습니다)

• 만들기체험은박물관체험선생님과체험학습실에서진행되며, 인원이많을경우학급별로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체험인원수변경시미리연락주세요)



전시장소개

1F

소극장



전시장소개

B1



전시장소개

조명역사관

1F
전통조명관

홰, 관솔, 밀납초, 등잔, 좌등, 현등, 등경, 등가, 촛대, 호롱, 서등과 같은전

기조명 이전의 조명유물과 재현복원한

조족등, 주마등 등이전시되어 있습니다. 

근현대조명관

서구산업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던 가스등, 마차등, 자동차등, 

철도등, 항해등, 남포등, 에디슨社의 초기백열전구, 초창기 각종전기

조명및현대백열전구, 형광등,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이전시

되어있습니다.

엔틱조명관

서구인들의 생활상과 예술성을 찾을수있는각종스탠드, 

샹들리에, 오일램프 등의화려한 서양 조명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소개

라이트아트
전시장

1F

매년필룩스라이트아트
페스티벌을통해선정된
작가의전시를개최하거나
초대된라이트아트작가및
그외빛을주제, 소재로

창작활동을하는국내외유명,
신인작가들의다양한전시를

개최합니다. 



전시장소개

조명놀이터

1F

조명놀이터는아이들이조명을
안전하고쉽게가지고놀수있
게구성한공간입니다. 빛과색
을섞고혼합하고놀이하며체
험하는전시체험장입니다.  



전시장소개

빛공해
어린이교육실

1F

어린이들에게빛공해에대해
쉽고재미있게알려주기위해

기획한전시실입니다.
어두운밤깜깜해야할숲속
이빛공해로밝은밤, 빛나는
숲속이된이야기입니다.

◀반딧불이꽁지의모험애니메이션영상시청(5분)



전시장소개

빛공해사진·UCC
공모전전시실

1F

조명박물관과서울시가주최하
는빛공해사진·UCC공모전
사진부문수상작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전시장소개

빛상상공간

B1

빛의다양한모습을연출한
공간으로미로처럼구성된

공간을지날때마다다른테마
를가진빛의모습을상상하는

공간입니다.

▲색깔이있는그림자원리 ▲폭풍전야

▲앨리스의문 ▲꽃터널 ▲빛으로그린그림

▲입구

▲춤추는빛 ▲Lighting Road ▲Rainbow wall



전시장소개

라이팅빌리지

B1

상설전시장에있는조명유물
을캐릭터화해서어린이들이
역사속의조명을보다쉽고
친근하게느낄수있게한

조명박물관의캐릭터놀이공
간입니다.



전시장소개

과학이들려주는
빛이야기

B1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
지의과학교과서에나오는빛
의과학적특성을설명한과학
전시물과누구나쉽게이해할
수있는기본적인빛의원리와
성질을살펴보는공간입니다. 



전시장소개

크리스마스빌리지

B1

매년겨울시즌마다새로운
주제로오픈하는크리스마스
전시관으로크리스마스와

관련된이야기와크리스마스의
빛을주제로전시와체험을

즐길수있습니다.



체험학습안내

여러가지반짝반짝빛나는
조명만들기체험이준비되어
있어연령대별로맞는체험을

선택하실수있습니다.

빛의파장이아름다운스노우하우스(LED양초)

▶소요시간:20~30분 ▶대상: 전연령대 ▶체험비: 3,000원

스노우 하우스

램프 인형터치 스탠드

마법 저금통

숲 속의 반딧불이

폼클레이를이용하여내가원하는모양의인형만들기

▶소요시간:30~40분 ▶대상: 전연령대 ▶체험비: 5,000원

갓부분에핫픽스를붙여서완성하기 (건전지별도)

▶소요시간:30~40분 ▶대상: 전연령대 ▶체험비: 5,000원

동전이사라지는마법저금통(led볼)

▶소요시간:20~30분 ▶대상: 전연령대 ▶체험비: 3,000원

유리병에서반딧불이가사는예쁜숲꾸미기

▶소요시간:30분 ▶대상: 전연령대 ▶체험비: 10,000원
근현대조명인남포등을캐릭터화

▶소요시간:20분 ▶대상: 전연령대 ▶체험비: 3,000원

장소:지하1층체험학습실

포동이램프



공연안내

1F 소극장

창작극, 뮤지컬, 놀이극, 
음악극등다양한장르의수준
높은공연이필룩스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시간

- (개인) 주말및공휴일
오후 1시, 오후 3시

- (단체) 평일오전 11시, 오후 1시

•공연비용: 6,000원

•관람인원: 100명이내
(100명이상 단체일 경우오전,
오후 나눠서 관람)

•관람연령: 36개월이상

※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단체에 해당)
※ 공연 일정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내용은 2~3개월마다 변경



시설 안내
▶공연 장소(1층소극장)

▶체험 장소(지하1층체험학습실)

공연종료후배우들과단체사진찍습니다. 

사전예약된타임별체험학습이진행됩니다.



현장체험학습

일정예시

▶박물관도착 ▶반별로담임선생님인솔하에구역을나누어서관람

▶체험학습은반별로진행 (선택) ▶공연관람의경우인원에따라
한꺼번에 관람하거나시간을나누어서관람
(오전11시, 오후1시) *좌석 90석



찾아오시는길
• 의정부방면으로오실때

동부간선도로 > 상계동 > 의정부 > 양주시청사거리 > 가납사거리 > 석우삼거리 > 조명박물관

• 장흥,송추방면으로오실때
송추IC > 송추삼거리 > 기산저수지 > 광석사거리 > 석우삼거리 > 조명박물관

• 주차안내
옥외주차장 : 소형80대 / 대형10대
주차요금없음

• 주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광적로 235-48  조명박물관/ 070-7780-8911, 8912



조명박물관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