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한국 대학생 문화시민봉사단 신청 가능관 (총 87개관, 가나다순)
지역

관명

주소

연락처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033-248-2851

김중업건축박물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

031-687-0910

단원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031-481-0509

목아박물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21

031-885-9952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031-949-0848

부천교육박물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내

032-661-1282

부천수석박물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032-655-2900

부천펄벅기념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14번길 61

032-668-7565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808

031-783-8146

신구대학교 우촌박물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010-9380-2879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 수목원로967

031-543-3600

안양박물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

031-687-0908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031-830-5631

파주나비나라 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61

031-955-3727

판교박물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1

031-729-4535

대산미술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로 369번길 14-8 055-291-5237

산청산골박물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갈전로 859

055-972-7895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12-3번지

055-354-8878

표충사호국박물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055-352-1150

해금강테마박물관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로120

055-632-0670

경북 직지성보박물관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054-429-1720

광주 은암미술관

광주 동구 서석로 85번길

062-231-5299

대구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053-580-6992

배재대학교박물관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내

042-520-5259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로 70

042-629-7697

국립부경대학교박물관

부산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051-629-6771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동삼동)

051-309-1772

범어사성보박물관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051-508-6139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02

051-555-3096

강원

경기

경남 얼음골축음기소리박물관

대전

부산

영월동로 1107-1

8-12번지

033-372-3229

가회민화박물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52

02-741-0466

건국대학교박물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내

02-450-3882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 36

02-2659-2206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30길 36

070-7010-4346

금호미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18

02-720-5114

도산안창호기념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20

02-541-1800

둘리뮤지엄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길 6

070-4291-1105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02-411-4764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02-3213-3212

뮤지엄김치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02-2223-2573

밀알미술관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3

02-3412-0061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배재정동빌딩

02-319-5578

북촌동양문화박물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76

02-723-0190

북촌박물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39

02-766-8402

성곡미술관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42

02-737-7650

세계다문화박물관

서울 은평구 불광로 135번지

02-323-6848

손기정기념관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체육공원 내

02-364-193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52

02-2020-2045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 83

02-760-1757

영인문학관

서울 종로구 평창 30길 81

02-379-3182

유금와당박물관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1가길 4

02-394-3451

유리지공예관

서울 서초구 중앙로 555

02-578-6663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 은평구 연서로50길 8

02-351-8524

인도박물관

서울 서초중앙로 2길 35 2층

02-585-2185

종이나라박물관

서울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02-2279-7901

초전섬유퀼트박물관

서울 중구 퇴계로 18길 66 (남산동1-20)

02-753-4075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서울 강남구 언주로 827 스페이스 씨

02-547-9177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4길 13-51

02-445-8486

한국자수박물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4

02-515-5115

한국현대의상박물관

서울 종로구 율곡로 241-2 수진빌딩

02-734-7340

한무숙문학관

서울 종로구 혜화로 9길 20

02-762-3093

서울 신문박물관

세종

한성백제박물관(몽촌역사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02-2152-5901

허준박물관

서울 강서구 허준로 87

02-3661-8686

헬로우뮤지움

서울 성동구 금호로 72

02-562-4420

혜곡최순우기념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성북로 15길 9

02-3675-3401

연기향토박물관

세종 연서면 양대길 34-4

044-862-7449

울산

인천

울산해양박물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251

052-239-6708

국제성서박물관

인천 남구 경인로 349번길 16

032-874-0385

옥토끼우주센터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032-937-6918

초연다구박물관

인천 중구 송학동 3가 5-38

032-772-9779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남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68

061-245-5660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전남 해남군 송지면 중대동길 5-4

010-3024-3229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3길 3

070-7011-6887

우종미술관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061-804-1092

한국민화뮤지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61-5

061-433-9770

함평군립미술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061-320-2277

무주곤충박물관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063-320-5663

보석박물관

전북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2

063-859-4772

여명카메라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92(풍남동3가)

063-232-5250

원불교역사박물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01

063-850-3241

전주대학교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063-220-4642

초콜릿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44

064–792-3121

리각미술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45

070-4111-3463

영인산산림박물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30

041-538-1947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시 충무로 123

041-542-6001

쉐마미술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241

043-221-3269

우민아트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B1 043-222-0357

전남

전북

제주

충남

1324

충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