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보통 네 번째 수요일), 연말연시(도서·
정보관은 두 번째 수요일도 휴관)
도서·정보관은 무료(그 외에는 이벤트별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됨)
(+81)11-271-1000
지하철 오도리(大通)역 N07 T09 H08 30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지하보도에서 직통연결)
없음(건물 지하에 유료주차장 있음 ※제휴없음)
카페·레스토랑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유료, 예약필수)·다목적 화장실·
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2018년에 개관한 복합문화시설. 2,302석의 '삿포로 문화예술극장
hitaru', 예술문화행사의 전단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코너와
여러 개의 대여 스튜디오를 보유한 '삿포로 문화예술교류센터
SCARTS', WORK/LIFE/ART를 테마로 한 '삿포로시 도서·정보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홋카이도립�문학관

삿포로�콘서트홀 ʻ키타라’

삿포로시 츄오쿠 오도리니시 1쵸메~히가시 2쵸메

삿포로시 츄오쿠 나카지마코엔 1-4

7:30-22:00

9:30-17:00(입장 16:30까지)

삿포로시 츄오쿠 나카지마코엔 1-15

무휴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무료

상설전은 일반 500엔(특별전은 전시별로 금액이

다음 평일), 연말연시

(+81)11-211-2261

다르게 설정됨)

이벤트별로 다르게 설정됨

지하철 오도리(大通)역 N07 T09 H08 23-26번 출구 부근에서 지하 2

(+81)11-511-7655

(+81)11-520-2000

층으로(직통연결)

지하철 나카지마코엔(中島公園)역 N09 3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지하철 나카지마코엔(中島公園)역 N09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지하철 바스센타마에(バスセンター前)역 T10 직통연결

무료 7대

없음

없음(오도리역 직통 유료 지하주차장 있음 ※제휴 없음)

카페

레스토랑(공연일에만 영업)

없음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예약필요)·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

9:00-22:00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https://www.kitara-sapporo.or.jp/en/index.html

도서·정보관은 평일 9:00-21:00, 휴일 10:00-18:00

삿포로�오도리�지하�갤러리
500m 미술관

http://www.h-bungaku.or.jp/

9:00-22:00(관내 시설은 각각 다름)

http://500m.jp/

삿포로시 츄오쿠 키타1조니시 1쵸메

https://www.sapporo-community-plaza.jp/index_e.html

삿포로�시민교류플라자

휠체어 대여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유료, 제휴 없음)·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

지하철 오도리(大通)역과 바스센타마에(バスセンター前

홋카이도와 관련이 있는 문학자료를 소장하는 홋카이도

홋카이도 최초의 음악 전용 홀. 2,008석의 대형 홀에

駅)역 사이를 잇는 지하통로에 설치된 갤러리로, 눈이

최초의 종합문학관. 상설전에서는 '홋카이도의 문학'을

설치된

많이 내리는 삿포로다운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삿포로

테마로 아이누민족 문학, 소설·평론, 시, 단가, 하이쿠,

사용되었으며, 클래식 음악 등의 공연이 매일같이

출신의 예술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예술 문화를

센류, 아동문학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으며, 연 5회

개최된다.

소개하기 위해 연 4회 정도 기획전을 실시. 시민

정도 특별전이 개최된다.

여름철에는 국제교육음악제PMF의 메인 이벤트장으로

파이프

오르간에는

삿포로

교향악단의

4,976개의

파이프가

본거지이기도

하며

쓰인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지원한다.

뮤지엄 &
아트파크�가이드
삿포로시 미나미쿠 코가네유 27
센터는 8:45-22:00

창조도시�삿포로

월요일, 공휴일, 매월 마지막 화요일, 연말연시

무료

11월 상순-4월 하순은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입장무료(전시실은 유료. 일반 200엔)

(+81)11-790-1231

경우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81)11-596-5961

지하철 간조도리히가시(環状通東)역 H04 에서 버스로 25분

공원 입장 무료(원내 시설은 각각 다르게 요금이 설정됨)

지하철 삿포로(さっぽろ)역 N06 H07 /JR 삿포로(札幌)역 01 에서

'모에레누마코엔히가시구치(モエレ沼公園東口)' 하차

(+81)11-592-5111

버스로 60분

에서 버스로 15분 '홋카이도하쿠부쓰칸(北海道博物館)' 하차 후

그 외 복수 버스 노선 있음

지하철 마코마나이(真駒内)역 N16 에서 버스로 15분

지하철 마코마나이(真駒内)역 N16 에서 버스로 40분 '고가네유(小

바로 앞

무료

'게주쓰노모리이리구치(芸術の森入口)' / '게주쓰노모리센타(芸術の森センター)' 하차

金湯)' 하차, 도보 6분

카페·레스토랑

유료(보통차 500엔)

무료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카페·레스토랑

없음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시설별로 다름)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81)11-898-0466
지하철 신삿포로(新さっぽろ)역 T19 /JR 신삿포로(新札幌)역

무료

H
05

카페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공원은 무휴(원내 시설은 각각 휴무일 있음)

놋포로 삼림공원 속에 자리한 홋카이도의 자연·역사·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처리장 위에 만들어진 189ha

문화를

3,011㎡

면적의

규모의 공원. 기하학적인 형태를 다분히 사용한 산과

홋카이도',

'자연과

분수, 놀이기구 등의 시설이 배치되어있다. 조각가

사람의 관계'를 컨셉으로, 다섯 개의 테마와 약 3,000

이사무 노구치가 기본 설계를 맡아 '공원 전체를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역사적 건조물을 이전

하나의

복원한 야외박물관 '홋카이도 개척촌'까지는 도보 15분.

만들어졌다.

소개하는

종합전시실에는

02-D05-20-1217
R2-2-852

공원은 9:45-17:00(6-8월은 17:30까지) ※삿포로

전시실·정원은 9:00-17:00

종합전시실은 일반 600엔(특별전 등은 전시별로 다르게 설정됨)

발행: 삿포로시�문화부 (전화)(+��)��-���-����

원내 시설은 각각 다름

삿포로시 미나미쿠 게이쥬츠노모리 2쵸메 75

4월 하순-11월 상순은 무휴

연말연시, 그 외 임시 휴관일 있음

https://www.sapporo.travel/ko/

공원은 7:00-22:00(입장 21:00까지)

삿포로시�아이누�문화교류센터
삿포로�피리카코탄

예술의 숲 미술관 입장은 폐원 30분 전까지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

삿포로 공식 관광 홈페이지 「어서오세요 삿포로」 사이트

삿포로시 히가시쿠 모에레누마코엔 1-1

삿포로�예술의�숲

종합박물관.

'동북아

속의

조각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컨셉

아래

삿포로시의 남쪽, 자연 속에 펼쳐진 39ha 규모의 공원. 홋카이도와

삿포로 피리카코탄은 아이누어로 '삿포로의 아름다운

관련 있는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미술관', 자연과 조각을 동시에

마을'이라는 뜻. 예로부터 요양 온천이었던 고가네유의

감상할 수 있는 '야외 미술관', 각종 공방 등의 시설이 부지 내에

자연 속에 아이누 민족이 살던 치세(가옥) 등을

점재해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동계휴관하는 야외

재현하였다. 전시실에는 아이누 민족의 전통의복과 도구

미술관이 특별히 개방되어, 설피를 대여해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등 약 300점을 전시하고 있다.

http://www.city.sapporo.jp/shimin/pirka-kotan/en/

10-4월은 9:30-16:30(입장 16:00까지)

모에레누마�공원

https://artpark.or.jp/en/

5-9월은 9:30-17:00(입장 16:30까지)

https://moerenumapark.jp/ko/

삿포로시 아츠베츠쿠 아츠베츠쵸 시모놋포로 53-2

http://www.hm.pref.hokkaido.lg.jp/kr/

홋카이도�박물관

10:00-17:00(6-10월 금요일 21:00까지)

삿포로시에는�창조성을�키우는�토양이�되며,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그 외 임시휴관일 있음
무료
(+81)11-706-2658

존재합니다.

JR 삿포로(札幌)역 01 북쪽 출구에서 도보 10분
없음

본�안내�가이드는�오도리�공원을�기축으로�시내를
산책하며�돌아볼�수�있는�미술관과�박물관,

삿포로시 츄오쿠 오도리니시 13쵸메
9:00-19:00(SIAF 라운지에 한해 2번째 4번째
목요일은 16:00까지)

윌리엄 S. 클라크 흉상

지하철 니시주잇초메(西11丁目)역 T08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1929년에 준공한 역사적 건축물. 복원된 공룡의 뼈대와

1926년에 삿포로 항소 법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오호츠크

달하는

삿포로시지정 유형문화재. 현재는 형사 법정을 복원한

학술표본부터 각양각색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실 외에 삿포로 출신 만화가 겸 화가인 오오바

있는�교외�공원을�안내합니다.

백야드를 엿볼 수 있는 전시실도 있다. 삿포로농업학교

히로시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현재의 교육 및 연구를

삿포로국제예술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카페 'SIAF

소개한다. 기획 전시도 개최.

라운지'에는 예술 관련 서적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5

있다.

4

홋카이도대학
식물원

mima 홋카이도립
미기시�고타로�미술관

홋카이도립�근대미술관

N06

주오 경찰서

삿포로시�자료관
(구�삿포로�항소법원)

2
T07

삿포로�시민교류플라자

6
삿포로시 시계탑

삿포로시청

오도리�공원

T08

삿포로 TV탑

블랙 슬라이드 만트라

T09

니시주잇(11)초메

니시주핫(18)초메

H07

홋카이도청
구본청사

홋카이도 도지사 공관

그�자연에�녹아든�문화예술을�즐겨�보세요.

삿포로

소세이가와 공원

삿포로의�특색이�넘치는�자연과,

기념실

JR삿포로역
01

i

그리고�지하철과�버스로 �시간�이내에�이동�가능한,
홋카이도의�사계절과�문화예술을�동시에�감상할�수

세이카테이

없음
없음(휠체어 리프트 있음)

300만점에

홋카이도대학

(+81)11-251-0731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등

JR
소
엔
S0
2 역

N05

홋카이도대학�종합박물관

무료

카페

토기

1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카페

문화

H06

기타주산(13)조히가시

소세이가와

세계적으로도�높은�평가를�받는�문화시설이�다수

삿포로시�자료관
(구�삿포로�항소법원)

기타주니(12)조

삿포로시 키타쿠 키타10조니시 8쵸메

http://www.s-shiryokan.jp/

https://www.museum.hokudai.ac.jp/english/

창조도시�삿포로

홋카이도대학�종합박물관

N07

오도리

7

삿포로�오도리
지하갤러리 500m
미술관

T10

바스센타마에

H08

게재 정보는 2020년 3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임시휴관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시설에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휴관일
관람료

전화번호

오시는�길

주차장

휴게장소

배리어�프리

연말연시, 전시 교체 기간
(+81)11-642-5709

까지(입장 19:00까지)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전시 교체 기간
상설전은 일반 510엔(특별전은 전시별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됨)

지하철 니시니주핫초메(西28丁目)역 T05 2번 출구에서 버스로 5

(+81)11-644-6881

분 '조코쿠비주쓰칸이리구치(彫刻美術館入口)' 하차, 오르막길을
따라 도보 10분/역에서 택시 5분

지하철 니시주핫초메(西18丁目)역 T07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버스 정거장 '도리쓰킨다이비주쓰칸(道立近代美術館)'에서 도보 1분

무료 10대

없음(제휴 유료주차장 있음)

없음

없음

없음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9:30-17:00(입장 16:30분까지)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 단 11월 1
일-7일은 개관), 연말연시, 전시 교체 기간 등
소장품전은 일반 510엔(특별전은 전시별로 설정)
(+81)11-644-8901
지하철 니시주핫초메(西18丁目)역 T07 4번 출구에서 도보 7분
버스정류장 '도리쓰킨다이비주쓰칸(道立近代美術館)'에서 도보 4분
무료 2대(제휴 유료 주차장 있음)
카페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다목적 화장실·엘리베이터·휠체어 대여

평화로운 주택가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삿포로 출신

2,871㎡ 규모의 전시실을 보유한 홋카이도의 문화 거점.

홋카이도지사 공관의 정원에 위치한 미술관. 다이쇼

조각가 혼고 신(1905-1980)의 작품 등을 소장·전시한다.

상설전에서는 홋카이도의 미술, 에콜 드 파리, 유리공예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기의 일본 근대 서양화 역사에

가토노 데츠가 설계한 구저택을 활용한 기념관 2

등의 소장품을 전시하며, 국내외의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눈부신 광채를 발한 삿포로 출신 화가 미기시 고타로

층에서는 삿포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도 개최한다. 미기시 고타로

(1903-1932)의 작품 등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혼고�신�기념�삿포로�조각미술관
오도리역에서 지하철 7분+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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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5 니시니주핫(28)초메
T06
3

500m

홋카이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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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역에서 JR(쾌속) 15분+버스 15분

N09

모에레누마�공원

삿포로역에서 지하철 5분+버스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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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예술의�숲

호헤이칸

2km

삿포로역에서 지하철 18분+버스 15분

2km

삿포로시�아이누문화교류센터
삿포로�피리카코탄

삿포로�콘서트홀
ʻ키타라’

나카지마코엔

일반 200엔(전시별로 상이함)

9:30-17:00(입장 16:30분까지) 하계 금요일 19:30

삿포로시 츄오쿠 키타2조니시 15쵸메

N08
스스키노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

삿포로시 츄오쿠 키타1조니시 17쵸메

mima 홋카이도립
미기시�고타로�미술관

https://artmuseum.pref.hokkaido.lg.jp/korean

10:00-17:00(입장 16:30분까지)

홋카이도립�근대미술관

https://artmuseum.pref.hokkaido.lg.jp/knb/korean

삿포로시 츄오쿠 미야노모리 4조 12쵸메

http://hongoshin-smos.jp/english.html

혼고�신�기념�삿포로조각미술관

다누키코지 상점가

주오구청

호스이스스키노

개관시간

8

나카지마�공원

홋카이도립�문학관

도요히라�강

삿포로역에서 버스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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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까지는 도보 3분.

CC BY-SA 2.0 이 지도는
OpenStreetMap(openstreetmap.org)의
지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하철 난보쿠선

어서오세요 삿포로 홈페이지에서 관광 정보를 입수하세요.
https://www.sapporo.travel/ko/

지하철 도호선

체재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삿포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city.sapporo.jp/city/korean/emergency/index.html

지하철 도자이선

119번(구급차, 소방차, 화재, 부상, 급병)
110번(경찰, 교통사고, 범죄)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삿포로시청 콜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81)11-222-4894
메일: info4894@city.sapporo.jp
연중무휴 8:00-21:00

Japan Railways (JR)
시영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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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