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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9:15~17:00(입장은 16:30까지)
 ※7월 20일~8월 31일 9:15~18:00(입장은 17:30까지)
 ※12월 1일~2월 28일 9:15~16:30(입장은 16:00까지)

■휴 관 일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영업하며, 다음날이 휴관), 
12월 29일-1월 3일
황금 주간(5월 연휴), 7월 20일~8월 31일은 무휴

■입 장 료  어른 310엔, 초등/중학생 150엔, 우대(만 65세 이상) 200엔 
※우대(65세 이상) 대상자 분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해 주십시오.

■각종 할인 ○단체 할인 20분 이상 어른 270엔  초등/중학생 130엔
○3관 공통티켓 어른에 한하여 설정, 680엔
　(쑨원(孫文) 기념관 ・ 마이코 해상 프라머네이드 ・ 다리의 과학관)
○신체장애인 수첩•의료보육 수첩•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지참하신 본인과 동반자 1명 무료
○Hyogokko 고코로 카드•노비노비 패스포트 이용객 무료

■교통 안내 ○JR 마이코 역 하차, 남쪽(바다 방향)으로 도보 5분
　산요 전철 마이코코엔 역 하차, 남쪽(바다 방향)으로 도보 7분
○“고소쿠 마이코” 버스정류소 하차, 남쪽(바다 방향)으로 도보 7분
○산요·주고쿠 자동차도로 방면에서 
　E28 고베·아와지·나루토 자동차도로 후세하타 IC에서 남쪽으로 약 9km
○고베·오사카 방면에서 
　E93 다이니신메이 도로 다카마루 IC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
○아와지시마 섬, 시코쿠 방면에서 
　E28 고베·아와지·나루토 자동차도로 다루미 IC에서 남서쪽으로 약 6km
○히메지 방면에서 
　E93 다이니신메이 도로 다마쓰 IC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주 차 장  마이코 공원 주차장(유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과학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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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 해협 대교 건설기록 DVD나 혼슈·시코쿠 연락교의 상징 

캐릭터 ‘Wataru’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합니다.

W.C. W.C.

다리 건설(케이블)

다리 건설(보강거더)

360° VR 체험 코너

다리 보전 기술

세계의 다리・일본의 다리

아카시 해협 대교 40m의 풍동시험 모형

3D시어터・갤러리

편안함을 즐기는 공간(무료 구역)

아카시 해협 대교 건설기록 DVD나 혼슈·시코쿠 연락교의 상징 아카시 해협 대교 건설기록 DVD나 혼슈·시코쿠 연락교의 상징 

제 목

　다리 여행

●아카시 해협 대교가 완성되기까지

아카시 해협 대교의 계획에서부터 조사, 설계, 하부공, 상부공에 

이르는 공사 기록 및 기술개발 등을 소개합니다. 케이슨, 보강거더 

건설시의 모형은 관람객이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 보전 기술

혼슈•시코쿠 연락교는 2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는 다리를 

목표로 합니다. 장대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2018년 4월에 새로 등장.

자, 당신도 아카시 해협 대교 

300m의 높은 지점에서 360° 

파노라마뷰를 체감하거나 

케이블을 걸어서 “다리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단, 

고소공포증 등에 해당되는 분은 

부디 삼가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8년 4월에 새로 등장.

360° VR 체험 코너

3D(입체) 영상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