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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서울에서 시작된 트릭아이뮤지엄은 3D착시미술 전시관으로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는 신개념의 문화•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트릭아이는 착시를 이용한 전통미술기법

트롱프뢰유(Trompe-l’oeil)의 영어식 표현 Trick of the eye의 줄임말로

평면 위의 작업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을 전시합니다. 

트릭아이뮤지엄은 기존의 엄숙한 미술관과 달리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됩니다. 

관람객은 직접 작품을 만져보고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그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 작품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봅니다. 



World’s first AR Museum

용암이 끓어오르는 바닥은 요동치고,

화산이 폭발하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피어 오릅니다!

푸른 바다 속 아름답게 흔들리는 인어의 꼬리 뒤로

전설 속 거대한 용이 불을 내뿜는 곳!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풍경은 증강현실 기술을 반영한

트릭아이미술관의 작품들입니다.

트릭아이뮤지엄은 미술작품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작품에 AR기술을 적용해

관람객에게 더욱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YE-POPPING Experience



지금 스토어에서
Trickeye APP 을 다운받으세요!



Inside Trick Eye Museum

트릭아이뮤지엄은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작품 및 그림을 만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또한 관람객이 그림과 하나되어 직접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트릭아이의 기발한 착시작품을 만나보세요!



Rainy Day in Paris Street

트릭아이에서는

‘사진촬영 금지’

‘만지지 마세요’ 

와 같은 푯말을 볼 수 없습니다. 

작품을 직접 만지고

크게 웃고

사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Please Touch ! 뮤지엄 입니다.

Please Touch ! Museum



트릭아이의 모든 작품은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작품과 관람객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Interactive ! 뮤지엄입니다. 

Interactive ! Museum

Mona Lisa’s Wink



벽과 바닥에 설치된 평면 작품이

3D의 생생한 입체로 펼쳐집니다.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눈이 속아 즐거운

Trick Eye ! 뮤지엄입니다. 

Trick Eye ! Museum

Ames Room



Reviews

“I love quirky place like this!”

Sweden

“An excellent experience with some 
outstanding arts!”

Singapore

“3D painting was amaaaazing!!! 
Totally cool!

UAE

Malaysia

“Carefree fun with silly poses ~”

세계최대 여행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서울 관광명소 1위 박물관으로 선정(2014년)

Trick Eye Performance : Trip Advisor



Trick Eye Museum SEOUL
3가지 뮤지엄을 한 곳에서 즐기기!



VR Adventure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재미를 경험하세요.  

정글을 탐험하는 고무보트를 타거나,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트릭아이 어드벤처 입니다. 

이제 멀리 있는 놀이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재미와 스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4D 레이싱 게임 (탑드리프트)

몬스터VR

<VR 정글 레프팅>



Trick Eye Museum SEOUL

뾰족한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아귀로부터 탈출하는

모험을 즐기고, 거울미로도 무사히 빠져 나가 보세요!

서울 트릭아이뮤지엄은 연령과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할 것 입니다.

Starving Anglerfish

Starving Anglerfish

Mirror Maze

Upside Down



Museum in Museum: Ice Museum

평균 온도 영하 5도로 유지되는 얼음나라에서

10m길이의 얼음 미끄럼틀과 얼음 자동차를 타고, 

얼음 침대에 누워 보는 등

다채로운 얼음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열려 있는 겨울왕국을 만나보세요!



Love Museum

러브뮤지엄은 서울에서 최초로

성과 사랑을 주제로 꾸며진

단 하나의 미술관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민화부터 현대 미술까지! 

러브뮤지엄은 다채로운 체험전시 공간과 체험형 관람을

통해 유쾌! 통쾌!하게 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Trick Eye Museum SINGAPORE
센토사에 위치한 싱가포르 최고의 뮤지엄



Trick Eye Museum SINGAPORE

순수국내기업 트릭아이미술관의 첫 번째 해외지점으로 센토사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입장을 위해 몇 시간이나 길게 줄을 선 싱가포리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Trick Eye Museum SINGAPORE

거대한 아기! 서커스의 주인공! 신비한 바다 속 모험!

다양한 모험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싱가폴 유명 관광지 Resorts World Sentosa 에 위치한

Trick Eye Singapore 에서 놀라운 아트작품들로 관객들을

맞이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Human Cannonball 

Giant Baby

Princess Mermaid

Star of Circus



Trick Eye Museum Busan
영화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트릭아이 관람을 한번에!



Trick Eye Museum Busan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내에 자리한, 

트릭아이미술관 부산지점에서는

AR트릭아이 관람 뿐만 아니라, 

VR체험과 영화와 관련한 역사, 제작과정, 감상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Trick Eye Museum Yeosu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에서 트릭아이를 만나보세요!



Trick Eye Museum Yeosu

남도 최고의 인기 여행지인 여수, 

한화 아쿠아리움 내 트릭아이미술관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인터렉티브 체험 작품과 스윗판타지 존 등, 

트릭아이의 새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rick Eye Museum Jeju
그리스신화박물관 & 놀라운 트릭아이



제주도의 트릭아이뮤지엄에는 ‘세계최초’ 제주에서 만나는

신개념의 그리스신화박물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바티칸의 박물관 명화와 대리석 조각상

200여점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트릭아이 작품과 함께 아테나 여신, 

헤라클레스 등의 신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Trick Eye Museum Jeju



Trick Eye Museum 양평
응답하라 7080! 추억의 청춘뮤지엄



추억의 청춘 뮤지엄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관광단지에 위치한

복고 문화 체험관으로 70,80년대 거리 풍경과 놀이, 

교복체험 등 8개 테마에 100여 가지의 체험거리와

포토존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RETRO Museum
추억의 청춘 뮤지엄

수령천년의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 관광단지는

사시사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120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착시 그림이

마을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Trick Eye Museum Mexico
POLANCO에 위치한 CDMX 최고의 뮤지엄



Media

• 멕시코 Top Tier 언론사 70여개 업체 취재, 언론보도 300여건 이상!

• 개관 6개월, 누적 관람객 10만명 돌파 (2019년 5월 7일 기준)

• 멕시코시티에서 꼭 가야하는 뮤지엄 Top3에 선정

4,282

10,834

15,175

23,444

42,630

56,311

71,170

92,514

개관 1주 2주 3주 4주 2개월
(Jan 2019)

3개월
(Feb 2019)

4개월
(Mar 2019)

5개월
(2019.4.30기준)



Trick eye Performance: Google and Instagram

El museo trae un concepto diferente, 
puedes ir con tu familia o con tu pareja, 
sin importar con quien, te diviertes! 
El staff siempre está atento por si
necesitas ayuda. ¡Me encantó!

Un lugar súper divertido en el cual pasar
el día en familia o con amigos~~~

M
Michelle Sanchez

Un buen lugar para volver a ser niños, 
jugar con la imaginación, Tomar buenas
fotos y Actuar en las pinturas. 
Buena atención y servicio.

A Aaron miguel reyes blanco

Super divertido ! Acompañado por
familia o amigos mejor ! Muy original ! 
Mega ubicado y una excelente
atención ! 10/10 felicidades !

A
Jorge Catalan

M

Arianna Luna



Museo Trickeye Mexico Daily Review



Museo Trickeye Mexico Daily Review



Trick Eye Museum Johor Bahru
트릭아이뮤지엄 최초 그래피티 아트웍이 반영된 뮤지엄



Trick Eye Museum Johor Bahru

트릭아이뮤지엄의 10번째 지점인 말레이시아점은

개관 이래 최초로 그래피티 아트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물감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존 트릭아이뮤지엄의 작품 형식과는 달리

말레이시아 현지 2030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그래피티 아트 버전으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rick Eye Museum Phuket
태국 최대 아쿠아리움과 트릭아이 뮤지엄의 환상적인 콜라보



Trick Eye Museum Phuket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3

2018

20192017

-트릭아이미술관 홍대 개관

-산토리니서울 갤러리 오픈

-트릭아이/’Trickeye’

서비스상표권 취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협약 체결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문화나눔 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 협약 체결

-인천신세계백화점 초대전시

-트릭아이미술관 부산 개관

-러브뮤지엄 개관

-제주 놀라운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아이스뮤지엄 개관

-아시아 상설전시관 개관 준비

-트릭아이팩토리 설립

-부산 트릭아이미술관

남포동 BIFF개관(이전)

-트립어드바이저 1위

(서울 관광지 588곳 중 박물관/미술관 부문 1위)

-싱가포르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홍콩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중국 지난 트릭아이 개관

-카니발 스트리트 개설

-경기관광공사 MOU 체결

-양평 청춘뮤지엄 개관

-용문산 관광단지 착시마을 조성

-소셜네트워크 인수합병

-세계 최초 AR 적용 미술관 론칭

-트릭어드벤쳐 VR 체험관 오픈

Trick Eye Museum History 

-멕시코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군산 예술의 전당 특별전 개최

-여수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부산 영화체험 박물관 內 트릭아이 이전 개관

- 푸켓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 조호바루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 브라질 트릭아이미술관 개관 예정

- 라스베가스 개관예정





Contact us

TRICKEYE Museum , Korea

(Head Quarter)

19, Hongik-ro-5-gil, Mapo-gu, Seoul, Korea

T. +82-2-322-8177  

www.trickeye.com     business@trickeye.com

TRICKEYE Museum,  Singapore Resorts World Sentosa 26 Sentosa Gateway, Singapore 098138

T. +65-6795-2481 

www.trickeye.com/singapore     enquiries@trickeye.com

TRICKEYE Museum,  Mexico Av. Ejército Nacional 843-B Col. Granada Del. Miguel Hidalgo CDMX, CP 11520

T. +52 55-8662-7789 

http://www.trickeye.com/mexico         info@tricke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