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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NON MUSEUM Eng ver.

History of Kannon Museum

관음 박물관（觀音博物館）의 연혁
쇼와（昭和）55년（1980）에 개관된 “하세데라보물관

As the predecessor of the Treasure Display House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eiji era, the Hasedera Homotsukan opened
in 1980. In 2015 the museum celebrates its 35th anniversary,
and thusly the Kannon Museum has been renewed with much
renovation of formerly deteriorated equipment; in addition to
the museum's drawcard, the Kannon Bosatsu (Kannon
Bodhisattva), which is the principal image of the Kamakura
Hasedera Temple, other ancient treasures of the temple are
also proudly displayed.

（長谷寺寶物館）”, 그 전신은 메이지（明治）시대에
개설된 “보물진열소（寶物陳列所）
” 입니다.
헤이세이（平成） 27년（2015）에

보통 관음으로 불리는 보살의 정식 명칭은 “관세음（觀世

맞으며 노후화된 시설을 개수하여 지금까지 전시한
보물 외에 카마쿠라하세데라（鎌倉長谷寺）의 본존（本

音）보살” 또는 관자재（觀自在）보살 입니다.

The official name of the Buddha, colloquially referred to as Kannon,
is Kanzeon Bosatsu or Kanjizai Bosatsu. Bosatsu (Bodhisattva),
meaning a person who practices meditation in search of spiritual
enlightenment including Jizo Bosatsu (Jizo Bodhisattva), Miroku
Bosatsu (Maitreya Bodhisattva) and the other Buddha.
Among them, Kanzeon Bosatsu (Kanzeon Bodhisattva) exists to
listen to voices from around the world requesting salvation. The
Kannon's image is thus changed into a variety of appearances in
order to respond to every wish.

尊）인 “관음보살
（觀音菩薩）”을 주제로 한 박물관인

“보살”은 깨달음（悟）을 얻기 위하여 수행（修行）하는

“관음 박물관”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자（者）를 의미하며 관음 이외에 지장보살（地蔵菩薩）
이나 미륵보살（彌勒菩薩）등 보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은 이 세（世）상 중생（衆生）의
모든 음（音）을 자재롭게 관조（觀照）하고 보살핀다는
뜻을 지니며 모든 중생의 기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음의 특징입니다.

Kannon Sanjusan Ogenshin
Thirty three Avatars of Kannon

소 장 품 소 개

Introduction of Collections

This statue was enshrined in front of the principal image. It is thought to have its origins in the Edo period, but it is
considered to be a revival Buddha of an old image that was made in the Muromachi period from the inscribed
wooden tags placed inside the statue.
The ﬁgure with a monk’s staff in the right hand is a form speciﬁc to the Hasedera Temple called "Hasedera-style
Juichimen Kannon". It constitutes an important clue to consider the history of the principal image.

십일면관음보살입상 (十一面觀音菩薩立像)
마에다치관음 (前立觀音)

본산 본존 앞에 안치된 불상으로서 에도（江戸）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나 비문으로 무로마치기
（室町期）에 건조된 구불상（旧像）의 재흥부처（再興佛）인 것이 추정됩니다. 오른 손에 지팡이（賜

杖）를 잡은 모습은 하세데라 특유의 형식으로 “하세데라식십일면관음（長谷寺式十一面觀音）”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 불상 더욱이 본존의 내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음33응현신상 (觀音三十三應現身像)
카마쿠라시지정문화재
《관음경（觀音経)》에서 설하는 관음보살의 공덕에는 중생의

The Kannon Sutra (the Fumonbon chapter of the Lotus Sutra) states Kannon
Buddhisattva “goddess of mercy” does act of charity by transforming into thirty
three existences (called Ogenshin or Ogeshin) corresponding to the living things.
Theses sculptures express these existences. According to inscription, they can be
dated back to the Muromachi period.

기원에 따라 적절한 33의 모습（“응현신〈應現身〉” 또는

“응화신〈應化身〉”으로 불립니다）으로 변화하여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모습들을 조각한 군상（群像）입니다. 수리
비문에서 무로마치 시대의 조각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불 (懸佛,총 6면)

Kakebotoke Hanging plaques

중요문화재

하세데라에는 하세관음상이 조각되어 있는 6면의 현불이

Our temple has retained six Kakebotoke (Hanging plaques) that
display the Hasedera-style Juichimen Kannon on each front surfact.
They are excellent treasures created from the late Kamakura period
to the Muromachi period. The dimensions of the Kakebotoke are all
large, indicating the prosperity of the Temple at that time. In the
renovation in 2015, you can now view all six plaques together.

전래（傳來）되어 비문에서 카마쿠라 시대 말기에서 무로마치
시대의 우수 품으로 보입니다. 모든 현불이 대형이므로 당시

하세데라의 기세가 추측됩니다. 헤이세이 27년의 리뉴얼에
의하여 6면의 불상을 모두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종 (梵鐘) 중요문화재

Bonsyo Temple bell

당사에 전세（傳世）되는 문화재 중에서도 “하세데라”의 절 이름

This bell is the oldest cultural property in the temple’s possessinon that attests to the name
Hasedera. The date 1264 which is inscribed in the raised relief text shows that this is the third oldest
bell after those of the Jorakuji and Kenchoji Temples in Kamakura.

Hasedera-Engi-Emaki
Picture scroll History of Hasedera

（寺號）이 확인되는 제일 오래된 자료입니다. 분에이（文永）
원년（1264）의 비문이 있어 카마쿠라시에서는 죠라쿠지（常樂

寺）, 켄쵸지（建長寺） 다음 세 번째로 오래된 범종입니다.

하세데라연기에마키 (長谷寺縁起繪巻)
카나가와켄지정문화재
본산 에도 시대의 중흥 스님（中興僧）에 의하여 증정된 두루마리

This picture scroll was danated to Hasedera by its head priest in the Edo
period. The content of the scroll is not the history of our temple. Rather, it
recalls the establishment of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Yamato Hasedera
Temple in Nara. Several copies were made, and those held in collections in
Japan, but this is only known copy of the Hasedera Engi scroll with
conﬁrmation of the time when it was made.

그림으로서 내용은 본산의 유래가 아니라 야마토（大和，나라켄〈奈良
縣〉）에 있는 하세데라의 개창（開創） 유래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의
유례（遺例）가 확인되었으나 본산 소장의 에마키는 제작ㅤ연대가
판명된 유일한 자료입니다.

Other Treasures

The largest Itabi in the Kamakura citys

Itabi with Relief of a Hokyoin Pagoda (the pagoda inscribed stone monument,shown in the picture on the
right), Itabi with Amida Syllable (Amitabha inscribed stone monument)
■ Ancient documents including Letter with Seal of Hojo Ujiyasu (The lord seal impressed document), Ban
Notice from Toyotoi Hideyoshi (Prohibition orders)
■ Sculptures include Standing-Daikokuten (wooden god of wealth, one of the oldest sculptures in
Kanagawa Prefecture), Seated Statue of Tokudo shonin (a Likeness of our temple’s founder, shown in the
picture on the right), Cloud-form Halo (Fragment)
■ Many traditional articles include works of Buddhism art such as Waniguchi (a temple gong), Kyozutsu (a
sutra case) and Sharitou (a reliquary). Furthermore, archaeological ﬁnds excavated from the Temple as
well as Wood blocks for printing images created in the Edo period and hereditary estates are possessed.

Instructions

시내 최대의 대형 판비s

기타

■

“보협인탑양각판비（寶篋印塔陽刻板碑）”
（오른쪽 사진）,“아미타종자판비（阿彌陀種子板碑）”등 석조 미술자료

■

“호조 우지야스 인판장（北條氏康印判狀）”“
, 도요토미 히데요시 금제（豊臣秀吉禁制）”등 고문서자료

■

“대흑천입상(大黒天立像，카나가와켄내

■

최고급<最古級>)”“
, 개산도덕상인좌상(開山道

徳上人坐像”(왼쪽 사진), “운형광배(雲形光背)”등 조각 자료
■

그 외에 악구（鰐口）, 경통（経筒）, 사리탑（舎利塔） 등 불교 미술품을 비롯한 본산
경내에서 출토한 고고 자료, 에도 시기의 판목 등 전세품이 다수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Opening hours

9:00 to 16:30 (admission until 16:00)

■Closed

Tuesdays (Tuesdays open on public holidays and the
18th. The museum is occasionally closed owing to
exhibition replacement.)

■Access

관음 이란?

35주년을

What is Kannon?

Standing Juichimen Kannon Bosatsu
Kannon Buddhisattva with Eleven Headed

■Admission fees

개관

Adults (Junior high school and older)
Children (Elementary school)

300 yen
150 yen

Transit from JR Kamakura Station to Enoden.
Get off at Hase Station. 5-minute walk
Enoden Bus or Keihin Express Bus (For Daibutsu)
Get off at Hase Kannon Bus Stop, 3-minute walk

Tsurugaoka
Hachimangu
Kamakura
Kamakura

Great Buddha
of Kamakura Enoshima
Electric Railway
Hase Kannon-mae
ka

Wadazu
ahama

Hase

Yuig

Fujisawa

Religious Organization Hasedera Temple,
3-11-2 Hase, Kamakura-shi, 248-0016
Phone 0467-22-6100, Fax 0467-22-6101

http://www.kannon-museum.jp

9:00～16:30(입관은 16:00까지)

■휴 관 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18일 일 경우에는 개관.
또한 전시 정렬 등 원인으로 임시 휴관할 경우 있음)

ㅤ■입 관 료

〈Hasedera Temple Precincts〉 City Hall
Fujisawa

■개관시간

Yokosuka Line

ㅤ
■교통안내

어른(중학생 이상) 300엔
어린이(초등학생) 150엔
※배관료(拜觀料) 별도 필요

쓰루가오카하치만구

（하세데라 경내）카마쿠라시청

JR카마쿠라역에서
에노덴(江ノ電) “하세역”하차 보행 5분
에노덴버스/케이힌급행(京浜急行)버스 대불(大仏)방면 행
“하세관음”버스정류장 하차 보행 3분

후지사와

후지사와

카마쿠라

카마쿠라 대불
에노시마전철
하세관음 앞
카
와다즈
하마
요코스카선
유이가
하세

우편248-0016
카마쿠라시 하세 3-11-2 종교법인 하세데라 내
Tel. 0467-22-6100 Fax. 0467-22-6101

http://www.kannon-museum.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