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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박물관

3 석수동 마애종

2 김중업건축박물관

1930년대부터 인기 높은 휴양지였던 안양예술공원은 2005년 개최한 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통해 단순한 휴식공간의 차원을 넘어 자연과
사람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안양
예술공원에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카페 등 보석 같은 장소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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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같이 놀자

안양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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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anyangtravel
www.instagram.com/anyangtravel
www.facebook.com/anyangtravel
twitter.com/anyang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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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031-687-0548(안양파빌리온)
www.ap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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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031-687-0909
www.ayac.or.kr/museum

블루몬테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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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문화관광과
031-8045-2473, 5122
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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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란 지명은 약 1100년 전에
세워진 ‘안양사’라는 사찰에서 유래
됐습니다. 안양사가 있던 장소가 바
로 이곳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

2

1

(安養)’은 불교에서 몸과 마음이 편

예술공원 주차장
버스정류장
9

수목원입구 주차장

벽천광장
인공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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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자유로운 극락정토의 세계입
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여 즐겁고 괴
로움은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뜻
합니다. 오래된 역사문화에 멋진 현
대예술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

4 거울미로

5 안양상자집

6 안양사

러진 안양예술공원에서 여러분 모두
극락정토의 좋은 기운을 얻어 가시
길 바랍니다.

7 전망대

8 염불사

9 안양파빌리온

10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CS프리미어관광호텔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가는 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 감상

불교문화 체험

박물관 관람

나도 뮤직비디오 스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보석처럼 뿌려진
세계적인 미술가, 건축가들의 작품을 만나보세요.

안양의 사찰과 불교문화 유적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극락정토의 좋은 기운을 얻어 가세요.

옛 안양사 터에서 안양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 명소!
SNS에 멋진 추억을 남겨보세요.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안양사

안양박물관

한국 공공예술의 메카로 세계

안양박물관은 ‘안양’이란 이름이 유

유명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즐

래한 옛 안양사 자리에 있습니다. 선

비한 안양예술공원은 수많은

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까지 안양과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의 촬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

영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어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
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태국

김중업건축박물관은 한국 근현대

안양예술공원에서 뮤직비디오

의 인기 락밴드 ABnormal이
를 촬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

건축의 선구자인 김중업 건축가가

니다. ABnormal 뮤직비디오

1959년에 설계한 공장을 리모델링

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 SNS에

한 건물입니다. 김중업은 1950년대

김중업건축박물관

멋진 추억을 남겨보세요.

초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
지에를 사사한 유일한 한국인으로,
한국 현대건축 1세대를 대표하는 인
물입니다.

안양은 공공예술의 도시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안양

염불사

‘안양’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

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

됐는지 궁금하다면 안양사를 찾아

는 안양의 지형·문화·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

가 보세요. 안양사는 10세기 초 고려

인 작가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미술·조각·건

의 첫 번째 왕 태조가 세워 16세기까

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지 존재했던 사찰로, 원래는 안양박

선보이며, 안양이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

물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안

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양사는 한국전쟁 이후 삼성산 안쪽
에 새로운 터를 잡아 옛 안양사를 기
리는 형태로 재창건한 사찰입니다.

맛집·카페 탐방

안양 도시문화 체험

바로 시자 비에이라, 비토 아콘치, 예페 하인 등 세계적

염불사는 삼성산 중에서도 가장 멋

인 건축가와 미술가들의 작품을 안양예술공원에서 만

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에 있

날 수 있습니다.

습니다. 삼성산을 병풍처럼 두른 기

맑은 숲과 계곡물 소리를 벗 삼아
멋진 식사와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서울에서 30분, 활력과 매력 넘치는 도시 안양에서
다양한 쇼핑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세요.

2005년 1회 APAP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안양예술공
원에는 50여 점의 작품이 보석처럼 뿌려졌습니다. 알

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감탄을 자아
냅니다.

안양파빌리온

안양예술공원에 오면 눈은 물론 입
도 호강합니다. 맑은 숲과 계곡물 소

안양1번가

에 있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석수동 마애종은 한국에서 단 하나

리를 벗 삼아 멋진 식사와 차 한잔을

도시입니다. 안양역 주변에 있

뿐인 바위에 새긴 종으로 그 역사가

즐길 수 있습니다.

는 ‘안양1번가’는 서울의 명동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전망대

안양은 서울과 불과 30분 거리

못지않은 번화한 거리입니다.

전 귀여운 동자승이 울려주는 종소

안양예술공원 진입로를 따라 조성된

안양1번가에서는 원하는 모든

리가 마음속에 들린다면 커다란 행

음식문화거리는 토종닭백숙, 샤브샤

것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습

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브, 돼지갈비, 열무국수, 빈대떡 같은

니다. 안양과 서울 인근의 수많

맛깔난 한식과 양식, 중식, 일식 그리

은 멋진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

고 퓨전음식까지 다양한 맛을 볼 수

여듭니다.

거울미로
염불사

있는 음식점들로 가득합니다.
넉넉한 인심이 살아 있는 전통시

석수동 마애종

안양상자집

삼성천 주변 곳곳에 저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자리 잡은 카페를 둘러보

중앙시장

장을 구경하고 싶다면 안양1번
가 길 건너편에 있는 ‘안양중앙

는 것도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커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세

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요. 떡볶이, 김밥, 곱창 같은 저

카페를 가더라도 로스팅 커피의 훌

렴하고 맛있는 음식이 이곳에 가

륭한 맛은 기본이고 수려한 전망은

득합니다.

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