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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술광산 1호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지 100선 
•한국관광공사 테마10선
•문체부·한국관광공사 2021년 산업관광지 12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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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강원도 정선, 함백산 자락 아름다운 풍광 속에 위치한 ‘삼탄아트마인’은 

폐광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를 예술을 캐는 광산으로 재탄생시켰습니

다. 1962년부터 2001년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던 석탄은 시대

의 변화에 의해 그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삼탄아트마인에서는 그 빛

을 내던 사람과 공간,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부들의 일터였던 이 공간은 문화와 예술, 산업유산이 만나 새로운 공

간으로 재탄생 했습니다. 한때 뜨거운 막장에서 가족과 미래를 위해 이

야기를 만들어가던 광부들은 이제 이곳에서 과거의 향수를 전하고 과

거의 공백을 채운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합니다.

삼탄아트마인 이야기 History

삼탄아트마인은 2013년, 지금은 고인이 된 김민석 관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영

국 소더비에서 아프리카 미술담당으로 일했고, 35년간 세계 135개국을 여행하여 진

귀한 미술품들을 수집해온 국내 최고의 콜렉터였던 김민석 관장은 예술과 이야기의 

조화를 추구한 이 시대 최고의 아트 마이에스터였습니다. 

삼탄아트마인은 현재,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소로 호평받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견학 장소 및 각종 단체들의 연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삼탄아트마인 관람 Art Traffic at the samtanartmine 

 

4F
850L

삼탄아트마인의 모든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라운지 카페입니다.

아트레지던스 룸
작가들의 작업공간과 함께 이색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객실입니다.

3F 

삼탄역사박물관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탄광시절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CAM현대미술관 
다양한 미술품을 시즌마다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관입니다.

2F
마인갤러리 1, 2, 3 탄광시절의 시설을 이용한 독특한 갤러리 시설입니다.

세계미술품 수장고
삼탄아트마인의 설립자이신 고 김민석 대표가 평생에 걸
쳐 수집한 세계 각국의 수집품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1F
마인갤러리 4  탄광시절의 시설을 이용한 독특한 갤러리 시설입니다.

아트샵 / 예술놀이터 
/ 광부체험방 

삼탄아트마인의 역사와 예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탄 가루와 같이

잊혀지지 않을 흔적의 공간입니다

폐광은 박제된 곳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이며,

무한히 잠재된 기억을 캐내어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갈 창조의 광산입니다



•대한민국 예술광산 1호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지 100선 
•한국관광공사 테마10선

Modern Heritage

SAMTAN
ARTMINE
삼탄아트마인

M
odern H

eritage

SAM
TAN

ARTM
IN

E's STO
RY

ORIGIN ART
MUSEUM

SAMTAN
ARTCENTER

삼탄역사박물관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탄광시절의 역사를 돌아보다

원시미술관
작업중인 광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던 중앙압축기실을 재활용한 원시미술 전시관 

CAM
CAM2

기획전시관
다양한 미술품을 시즌마다 만나볼 수 있는 현대미술관

서비스 시설공연, 
체험 시설

전시 시설

정선 삼탄아트마인은 폐광시설을 재생사업으로 소생시킨 「대한

민국 문화예술광산 1호」로, 2013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한국관

광공사 추천여행지, 국가정책발표 창조산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화

예술파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탄광시설을 체

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의 공간을 새롭게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

킨 현대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세계의 예술적 교

훈을 드릴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국내 최초로 탄광시설을 개조

한 레스토랑은 단순히 식감만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닌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난 감성충전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독보적인 원시미술관과 개성있는 작가들의 작

품을 전시하는 현대미술관 CAM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공

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원시미술관 / 현대미술관CAM / 기획 전시실 / 마인갤러리 1,2,3,4 

세계미술품 수장고 1,2,3 / 삼탄뮤지엄 자료실 / 수평갱 850

창작에 몰두하는 작가들을 위한 작업 스튜디오 공간과, 각

종 행사와 공연을 지원하는 시설들을 구비하고, 단체관람객

들을 위한 예술 및 문화체험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가스튜디오 / 붉은벽돌극장 / 브릿지공연장 / 동굴 와이너리

상상놀이터(문화체험장) / 예술놀이터(미술체험장) / 중앙정원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전망 좋은 카페와 대규

모의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손님들을 위한 워

크샵 및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위해 

머무르는 작가들을 위하여 레지던스룸을 제공합니다

로비 & 전망라운지 / 레스토랑 832L / 갤러리 와인바

키친가든 / 대회의실 / 소회의실 / 영상회의실

관람문의
TEL 033-591-3001
www.samtanartmi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