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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문학관
시설안내

01.~06.
안내데스크 ~ 광복과 청록집 전시

01. 안내데스크

전시관 홍보자료를 통해 더 유익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02. 조지훈 동상

지훈의 동상이 보이고 화면에서 '승무' 의

춤과 시가 울려퍼집니다.

03. 지훈이라는 소년

'피터팬','파랑새' 등 어린시절 지훈이 읽

었던 소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전시매

체:그래픽패널)

04. 소년회 활동

소년시절 형'세림'과 함께 쓴 세림 시집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매

체:그래픽패널)

05. 청년 조지훈의 활약

문학청년 지훈이 펴낸 도서와 시대적 특징

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06. 광복과 청록집

광복 후 활동과 함께 '청록집' 지인들이 보

낸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매

체:그래픽패널)

지훈문학관
시설안내

07.~12.
전쟁이남긴슬픔 ~ 지조론

07. 전쟁이 남긴 슬픔

한국전쟁의 비극 및 참상을 여실히 담은

시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08. 만화로 보는 조지훈 일화

지훈의 일화를 아이들이 알기 쉽게 만화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시매체:컴퓨터

시스템 애니메이션 음향효과)

09. 가족이야기

지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시매체:슈퍼그래픽 패널)

10. 남편의 시를 서예작품으로

지훈의 부인 김난희 여사의 서예작품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매체:김난희 여사

서예작품)

11. 지조론 영상

지훈의 지조론에 관한 내용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전시매체:그래픽 패널)

12. 지조론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의 인식 보완 목적으

로 저술한 '지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시매체:도서전시 영상시스템)

지훈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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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지훈의 학문과 사상 ~ 주실마을

13. 지훈의 학문과 사상

한용운 선생의 전집 및 평론과 지훈의 학

문 사상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14. 유물 진열 코너

지훈이 생전 즐겨썼던 유품과 훈장 및 육

필시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 전시코너

탁본자료와 민속놀이 기구가 전시되어 있

습니다. (전시매체:체험시스템)

16. 추모 사업 코너

지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각종 팜

플렛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매체:

그래픽패널 초댕장 외 소품)

17. 청각코너

헤드폰을 통하여 지훈의 육성 시낭송을 들

을 수 있습니다 (전시매체:청각시스템)

18. 추모의 발자취 영상

지훈의 발자취를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매체:영상

음향시스템 그래픽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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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 검색 코너

지훈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프린트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매체:컴퓨터시

스템)

20. 추모 발자취 전시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지훈의 발자취를 느

낄 수 있습니다.

21. 개혁과 변형의 선봉에선 주실마
을

주실마을의 학문에 대한 열의 및 지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시매체:유물,

유품전시 그래픽패널 도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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