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와 자연과 가족을 마음 깊이
사랑했던 목공예 장인 조지 나카시마

살아있을 때에 디자이너로 불리워지기보다‘목공예 장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고집했던 조지 나카시마는 미국 국적의 일본계 ２

세입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자랐으며 대학에서 삼림학과

건축학을 배웠습니다. 그 후, 건축가로서 경험을 쌓아가지만 당시

미국의 현대건축을 보고 실망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가구 제작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

아주 뉴 호프에서 구입한 원시림을 스스로 개척하여 만든 공방에서

나뭇결이 아름다운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순수 수공예 가구를

제작하였습니다. 나무의 특성을 살린 구조와 단순하면서도 지적인

디자인으로 단기간에 가구 작가로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

니다. 1964년, 조각가 나가레 마사유키의 권유로 다카마쓰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부터 전승되고 사용되어 온

민예품을 보다 세련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리려는 운동으로 설립된

‘사누키 민구연(讃岐民具連)’을 알게 되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쿠라 제작소의 협력을 받아 1968년부터 모두 8번에 걸쳐 조지

나카시마 작품전을 도쿄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갔습니다. 1990년 타계한 후에도 나카시마 디자인의 가구는

미국 뉴 호프의 공방과 시코쿠 다카마쓰의 사쿠라 제작소에서 꾸준히

제작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제품에 대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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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료

JR전철 다카마쓰 역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다카마쓰 자동차도로 시도 IC에서 자동차로 10분
다카마쓰 자동차도로 다카마쓰 주오 IC에서 자동차로 20분
다카마쓰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다카마쓰 고토히라전철 시도선 시오야 역에서 도보로 5분
다카마쓰 고토히라전철 시도선 야쿠리신미치 역에서 도보로 8분
JR전철 고토쿠선 사누키무레 역에서 도보로 8분

승용차용 주차장 완비

오전 10:00～오후 5:00 (입장은 오후 4:30까지)

국경일, 하계 휴관일, 연말연시

※단체・일요일은 예약제
전화 또는 아래의 방문 예약 양식서로 예약하여 주십시오.

일반 500엔 초등・중학생 200엔
(단체 할인 있음)

조지 나카시마 기념관
우편번호 761-012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무레초 오마치 1132번 1호
TEL／087-870-1020　FAX / 087-870-1022
홈페이지　http://www.sakurashop.co.jp/nakashima/

우편번호 761-012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무레초 오마치 1132-1

【주소】

JR전철
다카마쓰 역

다카마쓰
고토히라전철 시도선

JR전철 고토쿠선
국도 11호선

JR전철
사누키 무레 역다카마쓰 자동차도로

다카마쓰 공항

마쓰야마
방면

야시마 시오야 역

도쿠시마 방면

시도 IC

다카마쓰 고토히라전철
야쿠리 신미치 역

접수

홀

조지 나카시마 해설 패널

찻집 코너

화장실

사무소

갤러리 숍

정면 현관

제1 전시실

제2 전시실

조지 나카시마 기념관조지 나카시마 기념관

아지・무레・야시마

다카마쓰 주오 IC



‘조지 나카시마 기념관’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본계 미국인 가구 디자이너 조지 나카시마의 인생과 제품

제조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탄생시킨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기술을 인정하고

동시에 가구 제작을 해 온 사쿠라 제작소가 창업 6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 호프에

있는 공방 이외에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나카시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의 한 사람

입니다. 소재의 아름다움을 극한까지 살려내는 독특한 디자인

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을 사

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뉴 호프에

있는 공방은 그러한 그를 상징하듯이 드넓은 숲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나무에서 시작하는 것’,‘나무를 아는 것’,‘나무의

마음을 읽는 것’,‘나무와 대화하는 것’을 일생에 걸쳐 추구했

던 그의 작품에서는 제품 제조에 대한 소박하고 순수한 자세가

보여집니다.

나카시마의 독특한 철학과 감성으로 다듬어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면서 나무의 따스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는

조지 나카시마가 디자인한 가구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꼼꼼히 감상하여 주십시오.

조지 나카시마의 가구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사람은

1층의 커피 코너를 추천합니다. 나카시마 가구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그 편안한 착석감과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카시마 가구의 특징인 소재의 아름다움을 극한까지 살린

독특한디자인도이곳에오시면직접느낄수있습니다.

나카시마 가구를 만져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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