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우선 히카와마루 이용 안내

[개관 시간]
10:00~17:00(입장은 16:30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하며, 다음 날 평일에 휴관)／임시 휴관일

[입관료]
일반 300엔／시니어(65세 이상) 200엔／초중고생 100엔／
장애인 수첩 혹은 특정 질환 의료 수급자증을 제시하시는 분
(보호자 1인 포함) 무료

(우)231-0023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초 야마시타 공원 부근 일본우선 히카와마루
전화. 045-641-4362／팩스. 045-641-4366
https://hikawamaru.nyk.com/

[교통]
·미나토미라이선 '모토마치·추카가이'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JR 네기시선 '이시카와초'역 또는 '간나이'역에서 도보 15분
·시영버스 '차이나타운 입구' 하차 도보 3분
·수도 고속도로 '요코하마 공원', '신야마시타'에서 5분
·Sea Bass씨 버스 '야마시타 공원' 하선하여 바로 앞

히카와마루는 1930년에 일본우선시애틀 항로용으로 

건조한 화 객선입니다. 1920년경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투입한 대형선에 대응하여 일본도 우수한 선박을 

건조하자는 의견이 커져 당시 최신예 선박으로서 

준공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해군 특설 

병원선으로 투입되어 종전 때까지 3차례나 기뢰에 

부딪혔으나 침몰을 면했고, 전후에는 화물 여객선으로 

돌아와 1953년에 시애틀 항로에 복귀했습니다. 선령 30

년을 맞아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태평양 횡단 254회, 

선객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왕성하게 활약했습니다.

1960 년에 은퇴한 후, 1961년부터 야마시타 공원 앞에 

계류 보존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2006년에 폐관하고 재단장하여 2008

년에 '일본우선 히카와마루'로서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 일본에서 건조되어 현존하는 유일한 

화물 여객선이며, 조선 기술과 여객선 인테리어를 

전하는 귀중한 산업유산으로 평가되어 2016년에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히카와마루의 역사

중요 문화재

＊일본우선 역사 박물관과의 세트권도 있습니다.
   일반 500엔／시니어(65세 이상)·중고생 300 엔
＊선내에는 장애인 지원 시설이 준비 되어있지 않습니다.

[개관 시간] 10:00~17:00(입장 16:30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하며, 다음 날 평일에 휴관)／
 임시 휴관일／연말연시
[입장료]  일반 400엔／ 65세 이상·중고생 250엔／
 초등학생 이하·장애인 수첩 혹은 특정 질환 의료 
 수급자증을 제시하시는 분(보호자 1인 포함) 무료
[주소]   (우)231-0002 요코하마시 나카구 가이간도리 3-9
 전화. 045-211-1923／팩스. 045-211-1929
[교통] 미나토미라이선 '바샤미치'역 6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일본우선 히카와마루에서 도보 15분
 혹은 시영버스 '야마시타 공원 앞' 승차, '경찰본부 앞'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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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AWA MARU GUIDE MAP

선내에는 객실을 보실 수 있는 '선객 구역', 승무원들이 
일하는 곳을 소개하는 '승무원 구역', 그리고 히카와마루의 
역사를 전하는 ‘전시 구역’이 있습니다. 옥외 데크에서는 
경치를 즐기면서 갑판 의자에 앉아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관람 구역 선객 구역 승무원 구역

일등실 손님의 식사, 급사의 모습 
등 쇼와시대 초기의 화려한 여객선 
문화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❷일등실 식당

댄스 파티장 등 주로 여성들의 사교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우아한 
아르데코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❹일등실 사교실

요코하마를 출항하여 시애틀로 
향하는 뱃길 여행의 모습을 실물 
자료와 에피소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시애틀 항로 여행]

주로 남성들이 식후에 담소를 
나누던 사교장으로 천창 등에서 
깔끔하고 아름다운 아르데코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❺일등실 흡연실

운전사(현재의 항해사)가 24시간 
체제로 안전 항행을 위해 노력하며 
배를 조종한 곳입니다.

❽조타실

준공 당시 최신예였던 엔진이 그 
시절 그대로 남아 있고 귀중한 
산업유산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11기관실

바다 위의 문화유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공: 1930년
전장: 163.3미터
선폭: 20.12미터
총 톤 수: 11,622톤
최고 속력: 18.38노트
선객 정원: 286명

주의 사항: 금연 화기 엄금 위험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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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항로 여행]오픈 데크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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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와마루 팸플릿 중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