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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박물관에 어서 오십시오

모리노차렌가, 홋카이도 박물관은 홋카이도의 자연, 역사, 문
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자연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와 아이누 민족의 문화, 혼슈로부
터 건너온 이주자의 일상생활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홋
카이도 도민의 귀중한 보물인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전시나 
교육,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전시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전시실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물은 5개
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 데스크는 1층, 2층에 각각 한곳 있으며 직원이 여러분
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또 중 지하층에는 발견광장이 있습니다. 손이나 몸을 움직이
거나 실물에 접하는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면서 호기심
이 채워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전시에 대한 안내 말씀

이 주요 전시에서는 "북동 아시아 속의 홋카이도", "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콘셉트로 홋카이도의 자연, 역사, 문화를 
다섯 개의 테마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테마부터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만남

제1테마
홋카이도 120만 년 이야기

제2테마
아이누 문화와 아이누 민족의 근현대사

제3테마
홋카이도 스타일의 비밀

제4테마
우리들의 시대로

제5테마
홋카이도의 생태계

주　소／ (우) 004-0006 삿포로시 아쓰베쓰구 아쓰베쓰초 고놋포로 53-2
전　화／＋81-11-898-0466（헬로 다이얼）　　   FAX ／＋81-11-898-2657
설치자/홋카이도(환경생활부 일상생활 안전국)　　지정 관리자/일반 재단법인 홋카이도  개척촌

찾아오시는 길

●버스로 오시는 길
　신삿포로 역으로부터　버스 터미널, 타는 곳 ⑩(북쪽 레인)
　　 JR홋카이도 버스 신 22 (新22) ‘가이타쿠노 무라 (開拓の

村)’ 행 에 승차하시고, ‘홋카이도 박물관’ 에서 하차.
　신린코엔 역으로부터　동쪽 출입구 타는 곳 
　　 신삿포로 역으로부터 오는 상기의 버스가 신린코엔 역에 멈춥

니다
　　※홋카이도 박물관까지 도보로 20〜25분 걸립니다
　오아사, 에베쓰 방면부터
　　 JR 홋카이도 버스, 유바리 버스의 신삿포로 방면 행에 승차하

시고 ‘아쓰베쓰 히가시 쇼갓코 마에 （厚別東小学校前）’ 에서 
하차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15분 )

●택시로 오시는 길
　　신삿포로 역으로부터 약 10분

최신 정보를 입수하세요.
홋카이도 박물관에서는 전시회나 사업, 이벤트, 나날
의 활동 모습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아래 툴로 발신하
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웹 사이트 
http://www.hm.pref.hokkaido.lg.jp

메일 매거진
http://www1.hokkaido-jin.jp/mail/magazine/
에서 메일 매거진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witter
https://twitter.com/Hokkaido_Museum

오늘 저희 박물관을 찾아 주신 고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나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홋카이도 박물관
박물관 전체 안내 韓

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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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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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시간
　9:30〜17:00 （ 5  – 9월）
　9:30〜16:30 （10 – 4월）
　※폐관 시간 30분 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관일
　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공휴일, 대체 휴일인 경우 개

관하고 다음 평일에 휴관)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

이용 요금 (주요 전시실)
　일반 ： 600 (500) 엔
　대학생, 고등학생 ： 300 (200) 엔
　※(　 ) 는 10명 이상의 단체 요금입니다.
　※특별전은 별도 요금이 필요합니다.
　※ 장애가 있는 분은 무료입니다. 입관 시에 장애인 수첩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 중학생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입관 시에 나이를 증

명하실 수 있는 서류(학생 수첩, 건강 보험증, 운전 면허증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신삿포로

신린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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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견학 코스
　간단 코스 (1시간)　………　주요 전시실1F（30분）　………　주요 전시실2F（30분）
　추천 코스 (2시간)　………　주요 전시실1F（45분）　………　주요 전시실2F（45분）　………　발견 광장（30분）
　풀     코스 (3시간)　………　주요 전시실1F（60분）　………　주요 전시실2F（60분）　………　옥상 스카이뷰*（15분）　………　기념 홀（5분）　………　발견 광장（40분）
※특별 전시실도 관람하시면 30〜60분 더 걸립니다.

주요 전시실의 서비스

음성 가이드
音声ガイド／ Audio Guide
1층 종합 안내에서 대출해 드립니
다. (유료)

다언어 해설 보드
주요 전시실에는 각 전시 코너 마
다 해설 보드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정보 데스크
情報デスク／ Information Desks
1층과 2층에 있으며 여러분의 질
문에 스태프가 정성껏 답변해 드립
니다. 부담 없이 질문해 주세요.

교류 존
交流ゾーン／ Meeting Square
1층과 2층의 계단 근처에 있습니
다. 이곳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 
휴식이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음 불가) 2층에
는 홋카이도 개척의 모습을 그린 
벽화와 박물관 스태프의 소개 코너
도 있습니다.

클로즈업 전시
クローズアップ展示／ Close-up 
Exhibitions
정기적으로 자료와 화제를 바꾸어 
전시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전시
실 내에 7곳 있습니다.

이벤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요 
전시의 볼만한 곳을 1시간 정도 해
설해 드리는 하이라이트 투어와 다
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이에 있는 
스태프에게 문의하시거나 웹 사이
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안내

도서실（MBF）
図書室／ Library
전시실의 엘리베이터, 또는 1층의 
계단으로 중 지하층으로 내려가시
면 바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
료 열람과 조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옥상 스카이뷰（RF）
屋上スカイビュー／Sky View Square
엘리베이터로 옥상으로 올라가시
면 삿포로의 거리와 놋포로 삼림공
원, 백 년 기념탑의 훌륭한 조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
벤트 시만 개방).

휴식 라운지（M2F）
休憩ラウンジ／ Lounge
백 년 기념탑을 바라보시면서 직접 
가지고 오신 음료와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기념 홀（1F）
記念ホール／ Memorial Hall
붉은 카펫, 거대한 태피스트리, 약 
1,600개의 말의 제철, 매우 높은 
천정이 인상적인 매우 호화로운 공
간입니다.

옥상 스카이뷰

특별 전시실

휴식 라운지

기념 홀

강당

도서실

‘차분히 관찰하기 ’ ‘실물에 접해보기 ’ ‘도구 사용해보
기 ’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기’ 등의 체험 공간입니다. 화
석 만져보기나 아이누 민족의 문화를 체험해 보기 등의 
‘발견 킷’ 을 사용하여 자연의 불가사의나 옛날 사람의 
지혜 등 그때까지 몰랐던 무엇인가를 ‘발견’ 하실 수 있
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가슴설레고 두근
두근하는 ‘발견 이벤트’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테마
우리들의 시대로

제5테마
홋카이도의 
생태계

그랜드 홀

정면 출입구(남쪽 출입구)

기념탑 측 출입구(북쪽 출입구)

* 이벤트 시만 개방

종합 안내엘리베이터 여성용 화장실 장애인 시설 응급 대기실

매표소에스컬레이터 휴게공간남성용 화장실 흡연 구역

정보 데스크다목적 화장실（장애인용 화장실 , 기저귀 교환대）계단

제3테마
홋카이도 스타일의 비밀

제2테마
아이누 문화와 아이누 
민족의 근현대사

제1테마
홋카이도 120만 년 이야기

    프롤로그 
북부지역과 남부
지역의 만남

발견 광장 （M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