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 자료관
하치오지 유메미술관

꽃 . 단풍의 명소
3월
타카오 바이고(타카오마치),
하치오지성터

얼러지 3〜4월
카타쿠라죠세키공원

무라우치 미술관

벚꽃

4월
타마삼림과학원, 후지모리 공원 타키야마자연공원,
타카오산 잇쵸다이라, 미나미 아사강

세잎 철쭉 4월
이마쿠마야마, 유야케코야케
후레아이노사토
수국 7월
신카쿠지, 타카오산록, 유야케코야케
후레아이노사토
싸리나무

세계의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의 따스함이
넘치는 의자와 가구, 프랑스와 일본의
근현대 화가들의 의욕작과 초대작 등을
모은 일본 최초의 ‘가구와 회화의
코라보레이션’미술관. 가구점이 아니고는
실현 불가능한 즐거운 미술관입니다.

10월

단풍 11월
타카오산, 하치오지 성터
은행나무 단풍

코슈카이도

A-1

주소:하치오지시 요카마치 8-1 뷰타워 하치오지2층 1 042-621-6777
HP：http://www.yumebi.com/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입관은 오후6시30분까지)
휴관일:월요일(축일, 대체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연말연시, 전시품 교체기간.
관람일:특별전에 따라 다르다.
교통:JR하치오지역 북쪽출구 도보15분, 케이오 하치오지 도보 18분 버스 정류장
‘요카마치잇쵸메’하차, 도보 1분
주차장:있음/요카마치 유메카이도 주차장(유료)을 이용

매화

쵸후쿠지

역 지도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속의 미술관’으로서
뷰타워 하치오지 2층에 2003년 10월 개관. 연6회 정도의
특별전(기획전시)와 상설전(수장품전시) 개최. 더불어
워크숍과 강연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

지도

F-2

주소:하치오지시 사뉴마치 787
무라우치 퍼니쳐 액세스 3층
1 042-691-6301
H P:h t t p://w w w.m u r a u c h i.
net/museum/
개관시간：오전10시30분〜오후
5시30분(입관 마감
오후5시)
휴관일:수요일(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연말연시
입관료:일반 ￥300, 고교·대학생
￥200, 초·중생 ￥100
토요일에는 초중생이 무료
교통:하치오지역 북쪽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버스
정류장 ‘무라우치퍼니쳐
액세스’ 하차
주차장:있음/무료

도쿄후지 미술관

지도

E-2

일본.동양.서양의 각국, 각 시대의 그림과 조각, 판화, 공예, 사진 등
폭넓은 장르의 작품 약 3만점을 소장. 전시회를 상시 개최하고 있다.

11월

주소:하치오지시 야노마치 492-1
1 042-691-4511
HP:http://www.fujibi.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5시(오후4시30
분 접수 마감)
휴관일:매주 월요일,(축일, 대체휴일의 경우
는 개관), 연말연시, 전시품 교체기간
교통:버스 정류장 ‘소카다이가쿠세이몬·
후지비주쓰칸’하차
입관료:어른 ￥800,고교·대학생 ￥500,초중생 ￥200 ※단체할인 등이 있음
주차장:있음/무료

타카오산 트릭아트 미술관

지도

D-4

‘속는 쾌감’ 트릭아트 미술관

주소:하치오지시 타카오마치 1786 1 042-667-1081 HP:http://www.trickart.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12월〜3
월은 오전10시〜오후6시)최종
입관은 45분전까지
휴관일:부정기 휴일
교통:케이오선 타카오산구치역 하차 도보1분
입관료:어른 ￥1300, 중고생 ￥1000, 초등생
￥700,유아 ￥500 ※단체할인 있음
주차장:있음/시영 타카오 산록 주차장
(유료)을 이용

하치오지시 향토자료관

지도

E-3

하치오지시의 귀중한 자료를 수장.전시. 1967년 4월1일 개관.

주소:하치오지시 우에노마치 33 1 042-622-8939
개관시간:오전 9시〜오후 4시30분
휴관일:매주 월요일, 축일의 다음날(축일이 금, 토, 월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화요일)
입관료: 무료 교통:하치오지역 남쪽출구에서 도보 15분
주차장:있음(18대)/무료

키누노미치(실크로드)와 기누노미치 자료관

지도

F-4

하치오지시 지정 키누노미치

‘키누노미치’란 이름으로 친숙한 이 길은,과거에 ‘하마카이도’라고
불리고 있었다.과거에는 하치오지 근교는 물론 나가노, 야마나시,
군 마 등 에 서 생 산 된 생 사 가
하치오지에 모아져, 이 길을 경유해서
요코하마까지 옮겨져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다.고텐바시 다릿목에서
‘키누노미치 석비’앞까지 약 1.5㎞가
하치오지시의 사적에 지정되어 있다.그
중 약 1km 구간은 미포장 도로이며 옛
모습을 진하게 남기고 있어 문화청의
‘역사의 길 100선’에 선정되어 있다.

키누노미치(실크로드) 자료관

키누노미치와 제사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생사 상인이었던
야기시타 요우에몬（八木下要右衛門）의 저택 터에 자리하고 있다.

하치오지에서 하이킹!

입욕과 식사가 가능한

타카오산〜진바산은 부담 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스포트로서 인기가 있다.

진바산

지도

유야케코야케 후레아이노 사토

A-3

산정에서 바라보는 360˚의 파노라마
조망이 멋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후지산, 도쿄도심, 사가미만까지 보인다.
또 산정에는 상징인 ‘백마의 상’이 있다.

교통:타카오역 북쪽출구에서 버스를 이용해
‘진바고겐시타’ 하차. 도보로 90분

타카오산

지도

C-4

누구나가 부담없이 오를 수 있는 산으로
연간 250만명이 방문한다. 6개의
자연연구로가 있으며, 테마와 수준에
따라 등산루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어느 루트라도 타카오산
산정까지 1시간 30분〜2시간으로
등산할 수 있다.
등산 이외에도 타카오산 야쿠오인과
원숭이원, 야생초원 등 볼만한 곳이
많다. 또, 음식점, 토산품점이 많아
식사와 함께 선물 구입도 가능하다.
교통:타카오산구치역 하차 도보

Topics

미슐랭에서 고평가! ☆☆☆
2007년에 발행된‘VOYAGER
PRATIQUE JAPON’ 에서
다카오산은 별 3개라는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 MICHELIN2007

일 본 제 일 의 경 사 를 타카오산
D-4
올라가는 케이블카
야쿠오인
지도

타카오산의 중간까지는 일본 제일의 경사(31.18도)
를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다. 사계 계절마다 색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케이블카는 특히 단풍 시즌에
인기. 2인승의 에코 리프트도 있으므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를 때와는 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또,
여름에는 타카오산역에 비어마운트가 문을 열어
연일 성황을 이룬다.
타카오 등산철도 1 042-661-4151
HP：http://www.takaotozan.co.jp/
승차권:어른 편도 ¥480엔, 왕복
¥930 어린이 편도 ¥240,
왕복 ¥460 (케이블카.
리프트)

주소:하치오지시 야리미즈989-2 1 042-676-4064
개관시간:오전 9시〜오후 5시(11월〜2월은 오후 4시30분까지)
휴관일:월요일(축일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화요일), 연말연시 입관료:무료
교통:미나미 오사와역에서 버스 기누노미치 입구 하차, 도보로 약 10분
주차장:있음(7대)/무료

지도

C-4

약 1260년 전에 건립된
진언종 지산파의 대본산으로
관동지역 3대 본산 가운데
하나.1년 내내 참배객으로
가득하다.계절의 식재료를
사용한 정진요리(예약 필요)
도 권할 만하다.
1 042-661-1115
FAX：042-664 -1199
HP：http://www.takaosan.or.jp/

지도

B-3

가미온가타 출신의 동요
‘유야케코야케’의 작사자
나카무라 우코（中村雨紅）
의
자료와 사진가 마에다 신조
（前
田真三）의 작 품 이 전 시되어
있다.
이시설은 사계계절마다
이벤 트 가 실시되며, 캠프 와
기타아사강에서 강물놀이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농산물 직판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선한 야채도
구입해 볼 만하다.
또한 욕조에서 바라보는 산의 경치가 아름다운 숙박시설
‘오오루리노이에’, 수타메밀국수, 계절의 식재료를 사용한 튀김 등이
맛있는 식당 ‘이로리바타’가 있어 한가롭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다.
주소:하치오지시 가미온가타마치 2030
1 042-652-3072
HP:http://yuyakekoyake.jp/
이용시간:오전 9시〜오후 4시30분(11월〜3월은 오후 4시까지)
* 이벤트 개최시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관일:연중무휴
입장료:어른 ¥200 중학생 이하 ¥100, 4세 미만은 무료, 토요일은 중학생 이하
무료 ※단체할인 있음
교통:타카오역 북쪽출구에서 니시토쿄버스로 30분, 유야케코야케 하차, 바로 앞

사적 . 문화재
국가지정 사적 하치오지성터

지도

C-3

전국시대의 산성터로 호죠 우지테루가 축성. 성내에 하치오지 곤겐을
모심으로써 하치오지성이라 불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의 공격으로
함락. 현재 산록에 고슈덴터와 재현된 히우하시, 산정에 혼마루터와
하치오지신사가 자리하고 있다.
2006년2월, 일본의 100대
성으로 선정되었다. 성터
산정까지는 약 1시간의
등산길이지만 매화와 단풍 등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교통:타카오역 북쪽출구에서 버스
‘레이 엔 마에’하차, 도보로 15분
주차장:있음(50대)

국가지정 사적 다키야마성터
다키야마성은 1521년 오이시 사다시게가
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호죠
우지테루와 다케다 신겐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봄에는 5,000그루의 벚꽃이 피는
벚꽃명소로도 유명하다.
교통:케이오 하치오지역, JR하치오지역 북쪽출구에
서 버스 ‘다키야마죠세키시타’ 하차
주차장:없음

지도

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