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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박물관

한국차박물관은 천혜의 차밭 경관과 인접하고 차에 대한 풍부한 컨텐츠를 담은 차 전문 박물관이다. 1층에 차를 이해할 수 있는 차 문화실, 2층 차의 발

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시대별 차 도구 전시실인 차 역사실, 3층에 체험공간인 차 생활실로 구성하여 차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으로 보성차와 더불어 한국차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차 문화 교류의 공간이다.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면　　적 : 6,911㎡(대지면적), 1,263.11㎡(건축면적), 4,598.22㎡(연면적)

개관일 : 2010. 9. 11.

소장유물 : 1,180건 1,618점

편의시설 : 주차장

홈페이지 : 한국차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ko reateamuseum.kr 바로가기

관람시간 및 관람료

휴관일 : 1월1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관람권 발권종료시간 : 관람종료 30분전까지

생활복지 >  공원체육시설 >  한국차문화공원한국차문화공원

(http://www.boseong.go.kr)

/www/life_welfare
/www/life_welfare/park_gymnasium
/www/life_welfare/park_gymnasium/tea_culturepark
/tea


관람권 발권종료시간 : 관람종료 30분전까지

하절기 (3월 ~ 10월) :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차 박물관 관람료 안내

구분 어른 청소년·군경 어린이 비고

개인 1,000원 700원 500원

단체는 20인 이상

단체 700원 500원 300원

다목적 야외공연장

녹차잎을 형상화한 비가림막이 설치된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이다. 무대, 분장실, 대기실, VIP실, 화장실, 사무실, 조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매

년 5월에는 보성다향제 보성녹차대축제 메인행사가 개최된다.

면　　적 : 611.29㎡(건축면적), 272.37㎡(연면적)

규　　모 : 지상 2층

차제조공방

차 제조 과정을 경험하고 시음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5~8월 기간동안 차 생엽을 가지고 직접 차를 만들고, 만든 차를 시음할 수 있다.

면　　적 : 411.94㎡(건축면적)

규　　모 : 지상 2층

(http://www.boseong.go.kr)



북루

국내 최대 규모의 북을 전통적 방법에 의해 보관전시하고 있는 전통한옥의 누각형태 건물이다.

면　　적 : 46.61㎡(건축면적)

득음정

계곡의 폭포를 배경으로 남도소리의 득음 과정을 상징하며, 득음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 형태의 정자이다.

면　　적 : 7.29㎡(건축면적)

품평관

남도의 소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루가 있는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가옥형태를 띄고 있다. 소리를 시연·체험할 수 있는 소리방과 전통악

기 연주를 위한 대금·가야금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　　적 : 소리방 108.9㎡(건축면적), 대금·가야금방 45.9㎡(건축면적)

팔각정 전망대

활성산 정상에 마련된 팔각정 전망대는 회천 득량만 앞바다가 내다보이고,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면　　적 : 27.81㎡(건축면적)

득음폭포 득음정

(http://www.boseong.go.kr)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평일 토·공휴일

한국차박물관

영상실

1회(4시간)

50,000 70,000

기타 20,000 30,000

한국차문화공원

무대·광장 100,000 150,000

음향장비 200,000 200,000

차제조공방 50,000 70,000

소리청 30,000 40,000

※한국차박물관 061-852-0918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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