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삼행박물관

新北市立

교통 
전철
● 전철 담수역하차→교통 배(연락선)→紅13노선 버스→

십삼항박물관 도착
● 전철 관두역(關渡站)하차→紅13노선 버스→십삼항박물관 도착
● 전철 관두역(關渡站)하차→紅22노선 버스→티앤신역(田心站)→

렌싼지애 (仁三街)→보행5분→십삼항박물관 도착
● 전철(루조우 행) 쉬 훼이 중학교 역 하차→927、704노선버스→

티앤신역(田心站)→렌싼지애 (仁三街)→보행5분→십삼항박물관

도착

자가용
● 관두대교(關渡大橋)→타이15선(台15線)파리(八里) 방향→

중화로(中華路) → 문창로(文昌路)→박물관로(博物館路)→

심삼항박물관 도착
● 타이64쾌속도로 파리교통U턴 교류처(台64線快速道路八里交流道)→

중화로(中華路)→문창로(文昌路)→박물관로(博物館路)→

심삼항박물관 도착

박물관 주소
(249) 新北市 八里區 박물관로200호

TEL:886-2-2619-1313

FAX:886-2-2619-5234

F www.facebook.com/13hangmuseum

http://www.sshm.ntpc.gov.tw

십삼행박물관은 1990년 십삼행 유적지 발굴 구호 사건 
인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빠리(八里) 지역에 
폐수 처리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폐수 처리장이 빠리(八里
) 지역 유적지에 지어질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각계 
인사들과 고고학자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유적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각계인사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 1992년 결국 일부의 
유적지는 국가 2급 고적로 지정되어 현재 국정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위원회는 
폐수처리장건설예정지에 「십삼행유적지 문화 유물 전시관
」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예산은 타이페이현(현재 
신베이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십삼행박물관은 2003
년 4월 24일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의 건축은 손덕홍(孫德鴻)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설계와 관련된 이념과 발상은 고고학 발굴 및 조상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대만으로 넘어왔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박물관 전체 외관을 보면 세 가지 다른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산과 바다를 나누고 과거와 현재를 나눈 
형상으로써 진흙, 모래, 퇴적암, 산화된 금속판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본 전시관의 외관은 지하 1.5미터로 움푹 파인 구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박물관 내부로 입장 시 일단 위를 향해 
올라온 후 다시 천천히 비탈길을 향해 내려와야 하는데 
이러한 설계를 통해 발굴 당시 지하로 내려가야 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건축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고래등과 모래고개 
전망대」 및 각도가 기울어진 「고고팔각탑」입니다. 
고래등과 모래고개 전망대는 바다에서 사는 고래와 십삼행 
사람들이 당시 살았던 모래고개를 상징합니다. 관람객들은 
박물관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 석양과 단수이강, 
그리고 관음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고고팔각탑은 훼손된 유적과 영원히 복구 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의미합니다. 

박물관 건물은 2002년에 대만건축상 대상, 2003년 원동 건축 
우수 설계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국가건축상 금상 및 
문화교육 및 공공건축물류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해 그 
가치를 검증받았습니다.

불멸의 건축물 십삼행박물관에 관하여



본관 전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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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넘치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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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초원

평일,오전9시30분 부터 오후5시 까지（월 - 금요일）
주말,오전9시30분 부터 오후6시 까지（토﹑일요일,공휴일）

관람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