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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립
미술관 지도
왓카나이공항
리시리공항

홋카이도립 아사히카와 미술관

홋카이도립 오비히로 미술관

〒070-0044 아사히카와시 도키와공원내

〒080-0846
오비히로시 미도리가오카 2번지 미도리가오카 공원

오호츠크 몬베쓰공항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
〒060-0001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1조 니시17초메

홋카이도립 미기시
고타로 미술관

메만베쓰공항

〒060-0002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2조 니시15초메

네무로 나카시베쓰공항

아사히카와공항

홋카이도립 쿠시로 예술관
〒085-0017 쿠시로시 사이와이초 4-1-5

삿포로 오카다마공항
단초 구시로공항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

도카치 오비히로공항

일본

홋카이도립 하코다테 미술관
〒040-0001하코다테시 고료카쿠초37-6

오쿠시리공항

하코다테공항

전화ㅤ+81-138-56-6311 ｜ 팩스ㅤ+81-138-56-6381

홋카이도립 하코다테 미술관

웹사이트ㅤhttp://www.dokyoi.pref.hokkaido.lg.jp/hk/hbj

홋카이도립 하코다테 미술관은, 도남지역의
예술문화진흥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1986
년 9월에 고료카쿠 공원 옆에 개관하였습니다.
도남지역과 관련된 미술, 서예와 동양미술, 문자와
기호에 관계된 현대미술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테마를 설정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의 수집·보관·
전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과 연계하면서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키자키 하쿄 《명응도》
1815년
눈빛이 날카로운 매. 운용문이 있는
중국산 실크·에조니시키. 모두
에도시대의 에조지역(현재의
홋카이도)·마츠마에번의 특산품.
아이누족의 수장을 그린 《이슈레츠
상》 의 화가로 마츠마에번 최고
책임자를 맡은 하쿄의 번에 대한
마음을 담은 대표작 1점.

작가미상 《문자화》ㅤ조선시대

뮤지엄 컬렉션
상설전시실과 오우테이기념실에서는, 1년에
수회에 걸쳐 작품을 교체 전시하며 도남지역
출신 작가들의 미술, 서예와 동양미술, 문자와
기호에 관계된 현대미술의 수작을 폭넓은
테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내 홀·앞뜰과
건물사이의 정원에는 로댕, 부르델, 르누와르
등의 조각을 전시, 일부는 직접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점자와 확대 문자에
의한 해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네코 오우테이 《오노 도자부로의 시, 단가이》ㅤ1955년

인포메이션
특별사적
고료카쿠

홋카이도립
하코다테 미술관
홋카이도신문 하코다테지사

하코다테시 예술홀

버스정류장
고료카쿠코엔 입구

특별전
특별전시실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의
미술을 소개하는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남지역 출신 작가들의 미술, 서예, 문자와
기호에 관계된 현대미술을 테마로 하는
전람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료카쿠
타워

하코다테 버스：‘고료카쿠코엔 이리구치’ ‘게이쥬츠 호르 마에’ 고료카쿠뵤인
마에’ ‘고료카쿠’하차. 도보 3～10분.
시영전차： ‘고료카쿠코엔 마에’하차. 도보 7분.
택시：JR하코다테역에서 약 10분, 하코다테 공항에서 약 20분.

개관시간
하코다테
고료카쿠병원

고료카쿠코엔 앞

오시는 길

하코다테 시영전차

하코다테역 방면᯽

소재지
〒040-0001하코다테시 고료카쿠초37-6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휴 관 일은 월요일(공휴일･대 체 휴일의 경우 는 개 관 하고 익일 화요일에
휴관함),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기간과 그 밖에 작품 교체 등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