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BE INSIGHT
하이브의 음악과 가치를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공간

”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닌
온몸으로 경험하는 음악이 주는 감동의 힘
혼자만 감상하는 음악이 아닌
함께 소통하는 음악이 가진 공감의 힘
당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라는 특별한 공간이 태어났습니다. 

하이브의 뮤지엄 하이브 인사이트는 ‘We believe in Music’이라는 하이브의 미션 아래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하이브의 지향점이 녹아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하이브의 아티스트와 팬이 음악을 매개로 만나는 공간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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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인사이트는 하이브의 음악을 주제로 하이브의 음악과 음악의 힘을 관람객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전시 공간들로 구성됐습니다.

하이브 인사이트는 하이브의 음악을 소리(Sound), 춤(Movement), 스토리(Story)라는 
3개의 키워드를 활용해 풀어내며 하이브 음악이 만들어낸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고 
그 주인공인 아티스트와 팬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또한, 음악을 통한 소통, 영감, 울림 등 하이브가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을 관람객 스스로가 
오감을 활용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이브의 음악이 선사하는 위대한 힘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직접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티스트
도슨트(Artist Docent)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 관람
에 아티스트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뮤지엄샵에서는 베이커리 브랜드 뱅앤베이커스(Bang &
Baker’s)의 에그타르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그타르트는 70년 전통의 제빵 전문 식품회사 SPC삼립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Information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하이브 용산’ B1-B2F

운영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간, 중번)

화요일~일요일 (매주 월요일 휴관, 공휴일/명절 정상운영)
오전 11시 ~ 오후 9시 (입장마감 오후 7시)
- 관람 제한 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중도 퇴장은 제한됩니다. 

  각 층별 정해진 관람시간이 있으며, 층별 이동은 크루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 예약 회차의 시작 시간 보다 10분 이상 늦을 시, 입장 및 전시 관람이 불가능하며,- 예약 회차의 시작 시간 보다 10분 이상 늦을 시, 입장 및 전시 관람이 불가능하며,

  입장권 환불이 불가합니다. 미리 여유있게 도착하셔서 편의시설 이용 및 QR KEY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 관람일과 관람시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옥 내 주차 불가 / 인근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현재 주말 발렛 서비스 일시 중단)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에서 531m 

주       소

홈페이지 

운영시간

 

 
 

주차시설주차시설

 

대중교통

Program하이브 인사이트 전시 관람 및 체험

최대 2시간

· 입장권                     : 22,000원
· 입장권+포토티켓 : 25,000원
- 방문일 기준 D-1부터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전시 공사 기간에는 입장권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요시간

체험비용

B2F
HYBE의 음악을 만나다

HYBE가 만든 음악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소리, 춤, 스토리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냅니다. 그 안에 크리에이터들과
아티스트들의 이야기가 함께 합니다. 8.5m 높이의 트로피
월은 몰입도를 높이는 영상과 만나 기념비적인 순간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B1F
다양한 음악의 힘을 경험하다 

음악을 매개로 소통, 영감, 울림을 통해 음악의 힘을 경험해
보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우리 삶에서 음악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을 갖게 합니다.

예약안내

· 전시 관람을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 하이브 인사이트는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만 14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을 위해 먼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웹사이트(https://www.weverse.i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버스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위버스에 가입된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으로 하이브 인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https://hybeinsight.com/) 또는 하이브 인사이트 전용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사전 예약 합니다.

· 입장방법
- 입장권은 실물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한 QR 코드 형태로 제공되며, 
  관람 예약 시간 25분 전부터 내부 입장이 가능합니다. 
- 관람객은 지하 1층 락커룸에 짐을 보관한 후 지하 2층의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체온 측정 후
  QR KEY를 인식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 하이브 인사이트를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하 2층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이용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 도슨트
하이브 인사이트에 입장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티스트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성을 더해, 아티스트가 전시에 동행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 HYBE INSIGHT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관람 사전 예약, 입장 체크인, 아티스트 도슨트, 
콘텐츠 체험 서비스(AR 미니게임) 등을 제공합니다.

Tourist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감동의 공간”
국립중앙박물관은 시대와 주제별로 6개의 상설전시관,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는 특별전시관, 관람의 이해를 돕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오감으로 즐기고 배우는 어린이박물관,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등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정원을 산책하며 여유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짧은 나들이에서 만나는 문화유산과 자연풍광은 기대 이상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지적·문화적 갈증을 채워드릴 것입니다. 

운영시간

 

관  람  료

해설언어

월, 화, 목, 금, 일요일 : 10:00~18:00 / 수, 토요일 : 10:00~21:00
- 옥외 전시장(정원)은 오전 7시부터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휴관일 : 1월1일, 설날, 추석 

· 상설전시실 정기휴실일 : 매년 4월, 11월(첫째 월요일)

무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BTS 서울시명예홍보대사 5주년 기념 토크쇼
[촬영지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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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https://blog.naver.com/100museum
https://www.instagram.com/nationalmuseumofkorea/
https://www.youtube.com/user/koreanmuseum
https://www.youtube.com/watch?v=tli25GoI8yg
https://www.youtube.com/watch?v=yq7npW_FS3Q&t=289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