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 INFORMATION

차를 이용하시는 분

신칸센을 이용하시는 분
JR신야마구치역에서
○슈퍼 하기 호(직행 버스) (약60분)
○대표 버스（약70분）신야마구치역～미네시～하기 버스 센터
○주고쿠JR버스 （약110분）신야마구치역～야마구치시～하기 메이린 센터

중국 자동차도로 미네 동JCT경유,
「오고리 하기도로(무료)」에도I.C.로부터 약20분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
○하기·이와미 공항
● 승합택시로 약75분
（예약제 전날까지 신청이 필요）

●문의
보초교통 버스센터 안내소
TEL
（0838）
22−3816
주고쿠JR버스 야마구치지점 TEL（083）922−2519

○야마구치우베 공항
● JR신야마구치역까지 버스로 약35분,
JR신야마구치역에서 버스로 약70분
● 승합 택시로 약75분
（예약제 전날까지 신청이 필요）

○도쿄⇔하기(하기 익스프레스)
도쿄(도쿄역 야에스 남쪽 출구) 19：30 → 하기(하기 버스 센터) 10：04
도쿄(도쿄역 야에스 남쪽 출구) 8 ：24 ← 하기(하기 버스 센터) 17：45

○후쿠오카 공항
● 승합 택시로 약2시간 40분 걸립니다
（예약제 전날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토·오사카·고베⇔하기(카르스트 호)
오사카(아베의 다리 버스 스테이션) 22：30 → 하기(하기 버스 센터) 10：10
오사카(아베의 다리 버스 스테이션) 7：05 ← 하기(하기 버스 센터) 19：30

●문의
하기 긴테츠 택시 TEL
（0838）22−0924

●문의
보초교통 버스센터 안내소

전세 택시
하기 긴테츠 택시 ☎22−0924
하기 다이이치 교통 ☎25−5050
히노마루 마츠노 택시 ☎22−0163

하이웨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

TEL
（0838）
22−3816

빌려 줌자전거
○호리우치 지역
○히가시하기 지역
☎25−1666
성산
스마일 대여자전거/시무소
하나노에
☎26−0011
☎22−2914
스마일 대여자전거/시무소
하기 렌탈사이클
☎22−2914
☎22−1195

렌터카
다이무즈카렌타루 하기점
☎21−1101
도요타 렌터카 야마구치 하기점
☎24−0100

※시외국번 0838(오십음도)

하기시 관광과

하기시 관광협회

NPO하기 관광가이드협회 하기 온천여관협동조합

우편번호758-8555
하기시 에무카이 510
☎（0838）25−3139（평일만）

우편번호758‑0061
하기시동백나무 3537번지 3
☎（0838）25−1750

우편번호758‑0072
하기시 고후쿠초1초메 33번지 2
☎（0838）25−3527

http://hagishi.com/

우편번호758‑0044
하기시 가라히초11
☎（0838）22−7599
http://www.hagi.ne.jp/

2017년 3월 현재

성하마을 「하기」의 차 있지 않다

세계유산

a

관광 시설 이용요금
시설명

주소
TEL

이용 시간·휴관일

요금（어른만 ）

하기 박물관

호리우치355
（0838）25-6447

9：00～17：00
（입관은 16：30까지）
무휴

510엔

4월～10월 8：00～18：30
11월～2월 8：30～16：30
3월
8：30～18：00
무휴

210엔

하기 성터 시즈키공원

호리우치1-1

도코지

진토1647
（0838）26-1052

8：30～17：00

다이쇼인

츠바키4132
（0838）22-2124

기쿠야가 주택

고후쿠마치1-1
（0838）25-8282

3월～11월 상순 8：00～17：00
11월 하순～2월 8：00～16：30
무휴
8：30～17：30
（입관은 17：15까지）
12/31휴관

구마야 미술관

이마우오노타나마치47
（0838）25-5535

구 아사모우리가
（ 하기저택
장옥와 공통 ）（0838）25-1826

야마구치현립
하기 미술관,
히야코마치586-1
·우라가미 기념관 （0838）24-2400
（도예관 포함한다）

600엔

보통 전시:일반/300(240)엔,
9：00～17：00（입관은 16：30까지)
학생/200(160)엔
매주 월요일(축제일의 경우는 다음날)
（ ）안은 20명이상의 단체요금
및 연말 연시 휴관
※70세이상과
18세 이하쪽, 및 고등학교·
전관임시휴관일이 있으므로
중등교육학교·특별지원 학교에 재학하는
문의해 주세요
학생은 무료입니다.
500엔

진토1537
（0838）24-1027

9：00～17：00
（입관은 16：30까지）
무휴

500엔

호리우치502-6
（0838）25-8981

9：00～17：00
무휴

500엔

진토426-1
（0838）26-5180

9：00～17：00
무휴

500엔

다카스기 신사쿠 탄생 지

미나미후루하기마치23
（0838）22-3078

9：00～17：00

엔세이지

미나미후루하기마치6
（0838）22-3031

8：00～17：00
무휴

시세이칸
하기도자기 자료관
요시카 다이비
기념관

특별전시:
개최 기간
동안은,
별도 정한
요금으로
합니다

200엔

3월～10월 9：00～16：00
11월 9：00～15：30
하기팔경 유람선
（시즈키교）
12월～2월,및 거친 날씨 때 쉬어
（0838）21-7708 예약을 10명이상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1,200엔

9：00～17：00
에무카이 602
（레스토랑·카페는 11：00～21：00）
（0838）21-2018
무휴

가사야마 동백
군생림

미시마
단체요금없음

100엔

불정휴

호리우치122-1

하기·메이린가쿠샤

b

700엔

불정휴

9：00～17：00
무휴

쇼인신사 보물전

해안방비력 강화 때문에 막부로부터 큰
배 건조의 요청을 받은 하기(조슈)번이
건설한 군함제조소 자국입니다. 1856
년에 하기(조슈)번처음의 서양식군함
「헤이신마루」가, 1860 년에는
2척째의 「고신마루」가 진수했습니다.
당시의 제방이 남아있고, 철거지는
이후 발굴 조사가 행하여집니다.

200엔

9：00～16：00

에비스가하나
조선소 터

※구 아사모우리가 하기저택 장옥에 대해서는, 시즈키공원과의 공통 입원권 구입의
경우 210엔이 됩니다.

300엔

무휴

진토1537
（0838）26-9116

요시다 쇼인 역사관

기도 다카요시 구저택 · 아오키 슈스케 구저택 · 구 유카와가 저택 · 가츠라 타로
구저택 · 이토 히로부미 별장 · 구 구보타가 주택 · 구치바가 주택 · 구 다나카 별장 ·
구 아사모우리가 하기저택 장옥에 9시설에 대해서는, 입장료 100엔/1회
(초등학생이상)

비고

歴史動画

하기 오키 약45㎞의 일본해 위로 있는 주위 18km의
섬입니다. 미시마는 풍습이나 생태계에도 독특한
것이 있어, 일본에서 가장 낡은 일본소라고 말해지는
미시마 소, 미시마 거북이라고 불리는 이시가메 나
거북은 모두 천연 기념물이 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의 중에서의 해수욕이나 낚고,
캠프장등이 인기입니다.

가사야마의 도라가사키 주변에
펼쳐지는 무리지어 삶 숲에는
약25,000개의 야생동백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중순으로부터
1개월간은 「하기·츠바키 축제」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에서 붐빕니다.

중학생이상에
조카마치지도
선물

세계유산

c

3세미만은
무료

하기 반사로

歴史動画

300엔

반사로는 서양에서 개발된 금속용해
로입니다. 반사로의 유구는 하기의
이외 니라야마(시즈오카현)과 구 슈세이
관 (가고시마현)에 있는것만으로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나
라의 산업 역사상, 귀중한 유적임과
동시에, 하기번의 막부 말기에 있어서
의 군비충실의 열가 헤아려집니다.

d

구 야마무라가 주택

구 야마무라가 주택은, 2동의 본가, 2
동의 토장, 하나레집에서 이루어지는,
에도 시대 후기에 세워진 대형의 저
자입니다. 하마사키지구는 2001년
에 나라의 중요전통적 건조물군보존
지구에 선정되어, 지구내의 130몇동
의 저자나 토장 등과 함께 전통적
건조물에 특별히 정되고 있습니다.

e

구 유카와가 저택

아이바강을 따라서 있는 부케야시키
에서, 강가에 나가야문이 있어, 저택
안에는 다리를 건너서 들어갑니다.
또, 강물을 저택내에 끌어 넣어 목욕
(목욕탕)이나 설거지 등의 생활 용수
로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f

휴게소“하기시마토”

하기시마토는 씨사이드 마켓의
생략으로 문자 그대로 해변 쪽의
시장입니다.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민시장이므로, 하기의 순
명산을 현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제일인 메리트.

g

휴게소 “하기오우칸”

인기 !
하기팔경유람선
유람 코스는 시즈키바시를 시점에, 하기 성터옆의
소수를 통하고, 하시모토강본류에 들어가고, 호리우치
중요전통적 건조물지구내 · 히야코 중요전통적
건조물지구내의 부케야시키 군을 강으로부터
바라보는 약40분의 왕복 루트입니다.
뱃사공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긋하게 움직이는
유람선에서, 언제나와 다르는 하기의 매력을 수면
위로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i

하기 성터
(시즈키공원)

歴史動画

하기 성은 케이초 9년
(1604)에 모리 데루모토가
시즈키야마기슭에 축성했습니다. 메이지
7년(1874)에 건물은 해체되어, 현재는
돌담과 도랑의 일부가 옛날의 모습을
남기고 있어, 구 혼마루 자국은
시즈키공원으로서 정비되고 있습니다.

h

가이마가리

열쇠의 손에 구부린 조카마치특유의
가로입니다. 호리우치지구에 있는
구치바가 주택 옆 가이마가리는
지난 날의 정취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적
경관에 배려하고, 에도 시대의 마을의
길을 이미지한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해산물이나 토주, 여름밀감 과자 등
현지 특산물판매의 것 이외에 현지
농가의 뽑을 수 있었던지 얼마 안됨
야채를 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화(화합)·양식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식품 재료를 사용한 메뉴도（뛰어남）
충분 줄 수 있습니다. 부지내에는
쇼인 기념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