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전쟁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박물관에는 여러 훌륭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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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정문

A. 제1관: 캐나다의 초기 전쟁
선주(pre-contact) 캐나다 시대와 식민 시대 그리고 1885년 루이 리엘
(Louis Riel)이 이끈 북서지역 저항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원주민과 
프랑스 및 영국인들의 전쟁이 캐나다와 캐나다인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B. 제2관: 남아프리카 전쟁과 제1차 세계 대전
남아프리카 전쟁에서 캐나다의 희생,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 참전국으로서 
캐나다의 기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희생과 기여가 새로운 
국민의식 형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캐나다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C. 제3관: 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전시는 1930년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의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정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나치 독일에 대항해 선전포고를 하게됩니다.

D. 제4관: 냉전에서 현대로
이 전시관은 캐나다가 서방 세계의 수호와 평화에 기여하면서, 존중받는 
국제사회의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 캐나다재향군인회 명예의 전당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병사들과 캐나다 군대를 존중하고 추모하며, 기리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의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F. 존 매크래 (John McCrae) 중령 전시관: 특별 전시관
존 매크래 중령 전시관에서 열리는 국내외 특별전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G. 추모홀 (무료 입장)
추모홀은 차분한 추모와 성찰을 위한 장소입니다. 미니멀리즘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좁고 경사진 회랑으로 이어져있습니다. 
이곳에는 잔잔한 인공 수조가 조성되어 있고, 유일한 전시물인 캐나다 
무명용사 묘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J. 르브르통 전시관: 군사기술 
컬렉션 (LeBreton Gallery)
인상적인 탱크와 대포 외에 다양한 전쟁 
병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시기에 
캐나다군이 이용했거나 캐나다군을 
상대로 했던 군사적 기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 쇄신을 위한 홀 (regeneration hall)
쇄신을 위한 홀 은 휴식의 장소입니다. 숭고하고 차분하며, 엄숙하고 
조용하며, 영감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와 희망의 길을 상징합니다.

캐나다 전쟁 박물관 –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
캐나다 전쟁 박물관은 모리야마 & 테시마(Moriyama & Teshima) 
건축사무소의 레이먼드 모리야마(Raymond Moriyama)가 그리피스 랜킨 
쿡 건축사무소(Griffiths Rankin Cook Architects)의 알렉스 랜킨(Alex Rankin)
과 공동 설계하였습니다. 혁신적 설계의 근본 테마는 “부흥(regeneration)”
이며, 설계는 전쟁이 이 땅에 미치는 여파뿐 아니라, 인간 분쟁이 초래한 
대파괴로부터 거듭나고 회복해 나가는 자연의 능력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재 박물관은 2005년 5월 8일 개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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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무료 입장)
풀들이 자생적으로 번식하면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녹색 옥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쟁 박물관의 녹색 옥상은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의 녹색 
옥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부 시설

H. 기념품점 (gift shop)
전쟁 박물관 전시주제와 연관된 최고의 기념품들을 비롯해, 다양한 취향과 
가격대를 만족시키는 기념품 및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엄선된 
서적과 모형, 게임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I. 카페 (café)
더 카페는 다채로운 아침과 점심 메뉴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합니다. 그릴 
메뉴, 샐러드 바, 피자, 그리고 맛있는 홈메이드 수프가 포함된 데일리 
스페셜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쟁 박물관
1 Vimy Place
Ottawa ON  K1A 0M8
819-776-8600  |  1-800-555-5621
information@warmuseum.ca  |  warmuseu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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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쟁 박물관은 박물관 길라잡
이 번역을 제공한 주 캐나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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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