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立꿇훨훨홉博物훨홉 
에AKODATE CITY MUSEUM 
우040-0044 훗카이도 하코다테시 아오야기초 17-1 

(하쿄다테공원내) 

E-MAIL : hakohaku@city.hakodate.h。kkaid。,jp

이용안내 

|개관시간 

9:00 - 16:30 (4월-10월) 

9:00 - 16:00 (11월-3월) 

|휴관일 

월요일, 매월 마지막금요일 (특별전 등의 기간은제외), 

공휴일(골든위크 기간과운화의 날은져|오|),연말연시. 

그 외 전시품 교체 등으로 인한 임시휴관. 

|입장료 

성인:100엔 학생:50엔 

10명 이상의 단체는 단체요금할인 (20%) 

’하코다테시 거주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생은무료. 

·하코다테시에 주소가 있는 65세 이상은 50엔. 

’상설전 기간의 일요일은무료입니다. 

·상설전 기간의 일요일은무료입니다. 

특별전 등의 개최기간은 요금이 바뀔니다. 

,그 외에 입장료 면제규정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안내 

저희 박물관 상설전시는 테마를 설정한 소장자료천으로서 매년 내용이 

바뀔니다.전시내용은 시내외 유척에서 풀토된 토기, 석기, 토우 등의 

고고학자료, 카키자키 하쿄의 족자나 하코다테 시내 작가의 유화 등의 

미술자료, 하코다테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초류 박져|나 곤충표본 등의 

자연자료. 하코다테 천쟁이나 대화재 등에 관한 역사자료, 전후의 생활도구 

등의 민속자료가주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박물관의 역사에 관한 자료로서 개척사가 수집한 민족자료나 

어류표본, 메이지 시대의 전시케이스등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CD' Kimura Kenichi D' 。lwmura Minayo 2018 

오시는길 

노면전차 2계통(야치카시라 행)에 

승차하여, 아오야기 정거장에서 하차, 

하코다테 공원을 지나도보 7분. 

분의처 

우040-0044 훗카이도 하코다테시 아오야기초 17-1 

(하코다테공원내) 
TEL : 0138-23-5480 FAX : 0138-23-0831 

E-MAIL : hakohaku@city.hakodate.hokkaido.jp 
HP : http://hakohaku.com 

쩌13전시실 

회의실 

1F 

다실 



시랍 하코마테박물관의 발자취 

1875 6월 개척사동경출장소구내에 훗차이도물산종람소 설치. 

1876 2월 훗카이도 물산 종람소를 개척사 동경임시 박물장으로 개칭. 

1878 3월 하코다테공원 공사 개시. 

5월 하코다테공원 내에 박물장 건설을 결정. 

1879 5월 하코다테 임시박물장(쩌11 관) 개장 

11 월 하코다테공원개원 

1881 5월 개척사동경임시박물장펴|지 소장자료는 하코다테 임시박물장에 이관 

1882 2월 개척사폐지에 따라, 하코다테현 소관으로 됨. 

1884 8월 하코다테공원 내에 져12박물장(쩌12관)을 개장. 

1886 1 월 박물장이 훗카이도 도청 소관으로 됨. 

1891 1 월 박물장져12관이 훗카이도청립 하코다테 상업학교의 상품진열장으로 됨. 

7월 수산진열장(계3관)을 개장, 하코다테구가 관리. 

1892 3월 박물장져11관이 훗차이도청립 하코다테 상업학교의 상품진열장으로 됨. 

4월 박물장져11관l처12관이 훗카이도청립 하쿄다테 상업학교 부설 상품진열장으로 개칭. 

1895 3월 수산진열장(쩌13관)이 하코다테구에 매각되어. 4월부터 하코다테구수산진열장이 될. 

훗차이도청립 하코다테 상업학쿄가폐지되어 상품진열장이 훗차이도청립 하코다테 진조중학교에 인계됨. 

6월 

1901 4월 

1932 8월 

1943 4월 

1948 7월 

1950 12월 

1955 6월 

1963 7월 

1966 4월 

1969 11 월 

1970 10월 

1982 9월 

상품진열장이 하코다테구에 매각됨. 후에 수산진열장져11관껴12관껴13관이 됨. 

수산진열장쩌13표떨폐장. 

수산진열장쩌11관에 수산관, 져12관에 선주민족관 간표E을 게시. 

수산관과 선추민족관이 시립하쿄다테 도서관부설박물관이 될. 

시립하코다테 박물관 설치 조례가 가결되어, 시립하코다테 도서관 내에 사무실을둠 

박물관건설공사착수. 

북양박람회 관광관을 시립하코다테 박물관 고료카쿠분관으로서 개관. 

수산관, 선주민족관, 구 가네모리양물점이 훗차이도 지정 문화재로 될. 

시립하코다테 박물관본관 개관. 

시립하코다태 박물관 향토자료관(구 가네모리w-물점) 개관. 

시립하코다테 박물관동호회 설립. 

하쿄다테시 북양자료관 개관. 

1989 

2000 

11 월 

10월 

하코다테시 북방민족자료관, 이시카와 타쿠보쿠 자료관 개관 (1993년에 하코다테시 북방민족자료관과하코다테시 문학관으로 될) 

보수공사를 마치고, 시립하코다테 박물관 향토자료관이 신장개관. 

2007 11 월 시립하코다테 박물관고료카쿠분관폐관. 

개척사 하쿄다테 임시박물장 때11 관) 

1879년5월 25일 개장.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건축물입니다. 건물은 기와를 얹은 

서양풍 목조1층 건물로, 면적은 약108 rri 입니다. 

외관은흰색을칠하였고, 창문은상하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입구에는 개척사의 상징인 

북극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개장 당시 장내에는 

서양풍의 목제 손잡이가 있었고, 중앙에는 5단의 원형 

진열대가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코마테현 제2박물장 (제2관) 

1884년8월11일 개장. 건물은 서양풍목조1층 건물로 

아연지붕 (당초에는 삼나무 판자지붕)이고, 면적은 약 

117 며입니다.외벽은흰색을칠하였고,현관정면의 

아치와 기둥은 청색, 창틀은노란색, 상량은흰색으로 

색채가 풍부한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은 고린트 

양식풍의 장식기둥과 반원형의 난간이 있고, 창문은 

윗부분이 반원으로 아랬부분은 상하슬라이드식으로 

올리고 내리는데 분동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산진열장 (쳐13관) 

1891 년7월1 일 개장. 건물은서양풍목조1층건물로 

면적은 약317 여입니다. 자연광과 공기 흐름을 

배려하여 창문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훗카이도청립으로서 수산업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었습니다 1895년에 하쿄다테구에 매각되어, 

다른 두 곳과 함께 수산진열장 저11 관, 제2관, 제3 

관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3관은 1901 

년에 폐지되어 해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