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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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0001�하코다테시 고료카쿠초37-6

오쿠시리공항

하코다테공항

전화 +81-11-644-6881 ｜ 팩스 +81-11-644-6885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

웹사이트 http://www.dokyoi.pref.hokkaido.lg.jp/hk/knb/

줄·파스킨 《꽃다발을 든 소녀》�1925－26년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은, 1973년 발족된 신미술관 건설 준비실을 거쳐 1977년 7월, 삿포로의 중심부에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홋카이도의 지역성과 국제성의 관점에서 충실한 컬렉션, 유니크하고 다채로운 전람회의
개최, 다양한 교육·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문화를 개척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홋카이도의 문화거점이 되어 한층 더 진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누보의 기수 에밀 갈레의 명작. 갈레 본인이 이름

에밀 갈레
《잉어 꽃병》
1878년경

붙인 Moonlight Glass를 흐르는 물에 떠있는 커다란
잉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잉어의 모양은
호쿠사이의 우키요에에서 인용한 문외불출의 작품.
이곳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우타가와 쿠니사다
《비녀》 19세기

뮤지엄 컬렉션

특별전

전시실A의１,2층에서는 연간 수차례 전시의 교체를 실시하며,
본 관의 컬렉션을 다양한 각도에서 테마를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920∼30년경을 중심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활약한 파스킨을 시작으로 하는 에꼴드파리의 화가들의 작품,
아르누보에서 현대까지의 국내외 유리 공예, 홋카이도
유카리의 작가들(뉴욕과 그 근처 근교에 사는 홋카이도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 등,일본 근대 미술, 에도시대 후기의 우키요에,
옵티컬 아트 등의 현대미술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훌륭한 작품들에 의한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람회를 전시실B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삿포로역

오시는 길

JR하코다테혼센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

지하철 도자이센·니시18초메역 하차. 4번출구에서 도보 5분.
JR버스 또는 주오버스 버스정류장 ‘도립근대미술관’하차.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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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립 미기시 고타로 미술관
지사공관
버스정류장
도립근대미술관(도리쓰 긴다이비주쓰칸)

개관시간

TV탑
지하철 도자이센
니시18초메역

니시11초메역

소재지
⊩060-0001�삿포로시 주오쿠 기타1조 니시17초메

오도리역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하절기의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까지 개관.(입장은 오후 7시까지)
휴 관 일은 월 요일(공 휴 일· 대 체 휴 일의 경우 는 개 관 하고 익일 화요일에
휴관함),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기간과 그 밖에 작품 교체 등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