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초등학교 취학 전인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

입 관 료

개관 시간

휴 관 일

 4 월  ~  10월　　　  오전 9 시  ~  오후 6 시

11월  ~  3 월　　　  오전 9 시  ~  오후 5 시

12월 31일 ~ 1월 3일        그 외 임시휴관 있음

　　　　　　　　　　   개인　　단체 (20 명 이상 )

　　　 일반 　　　　　500 엔　　　　400 엔

학생・중고생・어린이　  250 엔　　　　20 0엔

　하코다테 부교쇼는 막부 말기 하코다테 개항에 따라 
설치된 에도막부의 관청입니다. 안세이 원년 (1854) 의 
일미화친조약에 따라 하코다테와 시모다가 개항되고 , 
하코다테 산록 (현재의 모토마치 공원 ) 에 부교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항만에서 가깝고 방위상 
불리했기 때문에, 내륙의 가메다의 땅으로 부교쇼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교쇼를 보호하는 바깥 해자에는 
하코다테 부교쇼 제술조소 교수직으로 화란학자인 
다케다 아야사부로가 유럽의 성채도시를 참고로 한 
서양식 토루를 고안했고 , 성형오각형의 형상에서 
고료카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세이 4 년 (1857) 부터 고 료 카 쿠의 축조 가 
시작되고 , 7 년 후인 겐지 원년 (1864) 에 관청 건물 
등이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 하코다테 산록의 부교쇼가 
이전해 고료카쿠 안에서 업무가 개시되었고 , 에조의 
땅의 통치나 개척, 개항지 하코다테에서의 여러 외국과의 
교섭 등 막부의 북방 정책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정봉환에 의한 에도막부의 붕괴에 따라 
메이지 신정부의 관청으로 인계되었으나,  메이지 
유신의 보신전쟁의 최후의 전투가 되는 하코다테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코다테 전쟁 후에는, 메이지 4년 
(1871) 에 가이타쿠시에 의해 부교쇼 청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이 해체되고 , 다이쇼 시대 이후에는 
공원으로 일반에 개방되었습니다.
　하코다테시에서는 성곽 안의 건물이 손실되어 
고료카쿠 본래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데서 , 하코다테 부교쇼의 복원을 
주로 한 고료카쿠의 사적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쇼와 
60 년 (1985) 부터 발굴조사를 시작,  고사진이나 
문헌자료 및 고도면 등의 조사를 기본으로 부교쇼 
복원의 검토를 거듭해 , 헤세 18 년 (2006) 부터 공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복원이 진행되고 , 헤세 22 년 
(2010) 에 140 년 의 시 간 을 
넘어 하코다테 부교쇼가 
재현되었습니다. 

하코다테 부교쇼

하코다테 부교쇼　040-0001  하코다테시 고료카쿠초 44 번 3 호

                  TEL：0138（51）2864   FAX：0138（51）2548
　               URL http://www.hakodate-bugyosho.jp

하코다테 부교쇼

하코다테 부교쇼 고사진  하코다테시 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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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 부교쇼  관내 안내
문헌자료나 발굴조사 등에서 고료카쿠 성곽 안에는, 

하코다테 부교쇼를 중심으로,  20 수동의 부속 건물 

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코다테 부교쇼의 복원 공사는 헤세 18년 (2006) 에 착공,  4년 

후인 헤세 22년 (2010) 에 완성되었습니다. 복원 범위는 부교쇼 

청사 전체의 대략 1/3에 해당하는 약 1,000㎡로, 전국에서 집결

한 미야다이쿠 등 기술자에 의한 일본 전통 건축의  장인의 기술

에 의해 당시의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중정에서 올려다본 다이코 망루

건축 도중의 부교쇼 ( 헤세 20 년 7 월 ) 기와 지붕의 완성 ( 헤세 21 년 4 월 )

고료카쿠와 하코다테 부교쇼의 역고료카쿠와 하코다테 부교쇼의 역
사를 해설사를 해설
막부 말기의 하코다테 개항에 의
해 설치된 하코다테 부교쇼와 부
교쇼를 지키기 위해 축조된 고료
카쿠 , 또 보신 전쟁 최후의 전투
가 된 하코다테 전쟁의 역사를 알
기 쉽게 설명합니다 . 또 막부 말기
의 하코다테 전쟁에 관련된 인물
을 소개합니다 . 

막부 말기의 하코다테 부교쇼를 막부 말기의 하코다테 부교쇼를 
충실히 재현충실히 재현
장지문을 열어 젖히면 다다미 72
장의 넓이가 되는 오오히로마나  
부교의 집무실이었던 오모테 자시
키는 부교쇼 안에서도 격식이 높
은 방이었으므로 , 문헌 자료를 기
초로 당시의 모습을 가능한 한 충
실하게 복원했습니다 . 일본 전통 
건축의 모습을 재현한 풍취있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복원 공사의 영상 기록을 방영복원 공사의 영상 기록을 방영
하코다테 부교쇼 복원 공사의 모
습을 하이비전 영상으로 소개합니
다 . 복원 공사의 이곳 저곳에서 펼
쳐진 미야다이쿠를 비롯해 기와・
미장・창호　등의 전문 기술자에 
의한 일본 전통 건축의 장인의 기
술을 관람해 주세요 .

하코다테 부교쇼의 복원 공사의 하코다테 부교쇼의 복원 공사의 
소개소개
하코다테 부교쇼의 복원은 그 구
상부터 약 20 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 완성되었습니다 . 고사진・문
헌 자료・발굴 조사 등 다년간의 
연구 성과에 따라 , 당시의 모습을 
가능한 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일본 전통 건축 기술을 구사
해 완성한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
합니다 . 

헤세 22 년

복원건물

입구입구

출구출구

중정

아시가루 일하는 곳

오야쿠쇼 시라베야쿠
데야쿠 모토지메

데야쿠 데츠케

도신 구미카시라

도신 시에키 일하는 곳

내현관
화장실화장실

도신 일하는 곳

욘노마

시샤노마

산노마 니노마 이치노마

현관

접수접수

가이던스가이던스

(츄반 일하는 곳)(츄반 일하는 곳)

(일하는 곳)(일하는 곳)

다이코 망루

무기 치소

(근습 일하는 곳)(근습 일하는 곳)

오모테 

자시키

(근습 일하는 곳)(근습 일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