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람 안내

찾아오시는 길

관람시간 : 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입장 마감 4시) 

휴관일 : 추석, 신정, 구정 연휴, 필룩스 창립기념일(6월 20일)

단체관람 상담 : 070-7780-8911/8913

홈페이지 : http://www.lighting-museum.com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구) 광적면 석우리 624-8 

주차 : 별도의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1호선 양주역

2번출구 � 건너편 35번 탑승 � 섬말 하차 � 

횡단보도 건너 우정식당 왼쪽 사잇길 � 도보3분

서울, 의정부방면 

동부간선도로 � 상계동 � 의정부 � 양주시청 � 가납사거리 � 

석우삼거리 � 현대모비스 앞 좌회전 � 도착

일산, 장흥, 송추방면 

송추IC-> 기산저수지-> 석우삼거리-> 현대모비스 앞 좌회전-> 도착

대중교통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파주방면

포천방면

장흥·송추방면

광적면방면성우APT

소방서

26사단본부

양주시청

희망APT

조명박물관

S-OIL주유소

동두천방면

의정부방면

양주역

1F

1B

조명역사관 라이트아트 전시실

과학이 들려주는 빛 이야기

빛공해 어린이 전시실

라이팅빌리지

조명놀이터

빛상상공간

빛공해사진·UCC공모전 전시실

크리스마스빌리지

Christmas 
Special 
Exhibition

The Snow Queen

2019.11.23.SAT - 

2020.2.2.SUN

단체 프로그램 안내 

단체 문의 : 070-7780-8911/8913



크리스마스 단체 프로그램 소개

코스 안내

전시

차갑고 따뜻한 겨울이야기<눈의 여왕>

체험

<눈의 여왕 조명 KIT>

공연

<눈의 여왕>

(극단 즐거운 사람들)

전시, 체험, 공연

기간 : 2019.11.23(토)~2020.02.02(일)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

단체관람 문의 및 신청방법 : 전화예약 070-7780-8911/8913

*  원활한 전시관람을 위해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  단체 관람 사전예약은 관람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단체 예약 시 식사 자리가 필요로 하신 분은 꼭 같이 예약해 주세요. 

  (사전예약 필수 / 식사 자리는 실내로 제공되지만 단체에서 꼭 돗자리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박물관에서 인솔자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코스

A코스
11,000원

전시관람 + 학습지 + 눈의 여왕 조명 KIT

B코스
12,000원

전시관람 + 학습지 + 공연관람<눈의 여왕>

C코스

15,000원 

전시관람 + 학습지 + 눈의 여왕 조명 KIT 

+ 공연관람<눈의 여왕>

관람 코스

7,000원    |    전시관람 + 학습지

겔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의 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속에서 서툴지만 용

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친구 카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

고 용감하고 진실한 마음이 사람과 세상을 구할 수 있답니다. 

착한 겔다는 카이를 찾아 겨울 왕국으로 가는 험난한 모험 끝에 겨울성에

서 차디차게 얼어가는 카이를 진실한 눈물로 녹이고 구해옵니다. 

순수한 마음과 희생이야말로 사랑을 영원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

니다. 

일시 : 2019.11.02~12.31

공연시간 : 60분(1회 정원 100명)
2018년도 크리스마스 전경 2018년도 크리스마스 전경

2018년도 크리스마스 전경

2018년도 크리스마스 전경
※ 체험물에 LED가 들어갑니다. 

눈의 여왕

<학습지> 

차갑고 따뜻한 겨울이야기

<눈의 여왕>전시의 주요 의미를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풀어보고 생각해보는 

어린이용 전시연계학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