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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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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우키요에
구니요시로부터
요시토시까지
11월16일（토）～12월22
일（일）

사무라이
～무사에 관한 미학의 계보～
The Exhibition of SAMURAI
9월7일（토）～11월4일（월）

말괄량이 삐삐의 세계전
～린드그렌이 그리는 북유럽
의 생활과 어린이들～
7월6일（토）～8월25일（일）

지브리 대박람회
～나우시카에서 마니까지～
3월15일（금）～6월23일（일）

10

2

15 21 28 4

3

11 18 25 3

10 17 24

제 31회 신수장품展
후쿠오카의 역사와 생활

1월11일（토）～2월16일
（일）

기획1-4【543】

기획1-5【547】

기획1-2【537】

기획1-3【541】

기획1-6【551】

전쟁과 우리들의 삶28

옛날의 도검

근대 후쿠오카의 신문

후쿠오카 성시에서 살다

6월18일（화）～8월18일（일）

8월20일（화）～10월20일（일）

10월22일（화）～12월22일（일）

12월24일（화）～2월24일（월）

지쿠젠의 여성문화인展２

1

～4/21（일） －후타가와 교쿠죠二川玉篠의

다인의 글

회화와 그 관련인물ー
4월23일（화）～6월16일（일）

2

구로다
가문의
보물

기획2-2【538】

기획2-3【542】

기획2-4【545】

시니에死絵

번주藩主가 될 뻔 했던 영주

<초상>을 해독하다

에도시대의 무사란

5월8일（수）～7월7일（일）

7월9일（화）～9월8일（일）

9월10일（화）～11월10일（일）

～5/6（월）

본초도보, 본초도
4/2（화）～5/12（일）

3

4

기획2-1【535】

～
4/7
（일
）

구로다 나가히로
구로다 쓰나마사
黒田長溥 죽도竹図 黒田綱政 순무도蕪
図
・서적
・산수도山수図
외
5/14（화）～6/16
6/18（화）～7/21（일）
（일）

금은도구지장金銀道
具之帳控・텐쇼오반
天正大判・인스킨印
子金
7/23（화）～8/25（일）

2월26일（수）～4월26일
（일）
기획2-6
기획2-5【548】
【552】

11월12일（화）～1월13일（월）

지쿠시에서 시를 읊은 사람

농경도

1월15일（수）～3월15일（일）

3/17（화）～
5/17（일）

구로다 나가히로黒田長
溥
신카게류병법新陰流兵
세키가하라関ヶ原
・나가토모長知
法
전투도 병풍（왼편）
서적류・십겸법十鎌法 ・나가모토長元 공동 편찬
8/27（화）～10/6（일）
御寄合書 외
10/8（화）～11/17（일）
11/19（화）～12/27（금）

국보 검 명물 국보 태도 명물

6대 번주 부인
<헤시키리 하세베> <닛코 이치몬지> 구로다 사치코黒田
1/5（일）～2/2 2/4（화）～3/1 幸子 와카和歌 외
3/3（화）～4/5（일）
（일）
（일）

기획3-1【532】

기획3-2【539】

기획3-3【544】

기획3-4【549】

시제시행130주년기념
후쿠오카시 오늘날까지와 미래1

시제시행130주년기념
후쿠오카시 오늘날까지와 미래2

후쿠오카 발굴도감10

티벳의 만다라

4월2일（화）～7월15일（월）

7월17일（수）～10월27일（일）

10월29일（화）～1월19일（일）

1월21일（화）～4월19일（일）

기획4-1【533】

기획4-2【536】

기획4-3【540】

기획4-4【546】

기획4-5【550】

고대와 달력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展１９
－도야마와 그려진 근세
후쿠하쿠福博의 여성들－

쓰쓰가키筒描―서민생활의 꽃―

물가 주변의 그림 엽서
―명소 풍경으로서의 낚시꾼―

전기 문직紋織
―하카타오리博多織에서 탄생한
기술 혁신―

6월11일（화）～8월4일（일）

8월6일（화）～11월17일（일）

4월9일（화）～6월9일（일）

트와일라잇 뮤지엄 7월20일（토）～8월25일（일）（기간중 금, 토, 일과 8월13일（화）～8월15일（목）은 오후 8시까지 개관）

11월19일（화）～1월26일（일）

1월28일（화）～4월12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