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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오구의  런치타임콘서트의  안내                             No.142 

아사오구청에서는  시정 80주년을  기념하여 6월 7월 8월의 런치타임콘서트  

주간으로서 6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연속 1주일간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시간은 12시 15분부터  45분  장소는  아사오구청  2층로비입니다  

연주내용은  21 일은  피아노와  관현악합주  22 일은  피아노와  성악 23 일은  

기타연주  24 일은  뮤직벨  25 일은  피아노연주입니다  당일은  자유참가입니다   

아지사이꽃의  안내  

가와사키시에서  아지사이가유명한  사찰이   타마구의  나가오 ( 多摩
た ま

区長尾
く な が お

)에  있는  묘락지 (妙楽寺
みょうらくじ

)는  6월 20일에  아지사이마쯔리 (紫陽
あ じ

花祭り
さいまつ  

)를  

개최합니다  당일은  선착순 300 명에게  꽃을  기증하며  경내는  생화의  전시및  

지역의  야채즉석판매를  개최합니다   나가오의  마을  순례「 長尾
な が お

の 里
さと

め ぐ

り」에도  포함된  이코스는  JR 슈쿠가와라역에서  즈다야마역에까지  연결되어   

5.5 킬로미터  도보  약  3,4 시간정도의거리입니다   

시민프라자의  안내                                          No.143 

시민프라자는  가와사키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된  기념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후루사토극장은  500 명을  수용할수  있는  중간규모의  홀입니다  

여름방학기간에는  무료로  영화상영회가  열립니다  남여별의  목욕탕이  오전  

10 부터  오후  2 시까지  시내의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실내에서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플레이룸이  있으며  

옥외에는  어린이  광장이  있어  무료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건강증진  

체력관리를  위해  각종기구를  준비한  트레이닝룸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500 엔에  이용할  수있습니다   숙박시설로서는  

다다미방이  10 조  12.5 조  방이  있습니다  오전 10 첵크인  오후 3 시  

쳌크아웃입니다  요금은  어른이  4 명이상인  경우는  1 인당  3500 엔  3 인  

이용시는  1 인당  4000 엔입니다  교통은  전원도시선  카지카야역  또는  무사시  

미조노구지  에서  시민프라자행의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영수영장의  안내                                           No.144 

가와사키시에는  다이시  도도로키  후지미  오다  오구라니시  히라마  

이나다의 7 개의  시영수영장이  있습니다  7 월 10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오픈합니다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이며  요금은  한번이용에  어른은  

300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100엔입니다  미취학아동인경우는  18세이상의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뮤좌가와사키  심포니홀  그랜드  오픈의  안내  

JR 서쪽출구에  있는  뮤좌가와사키는  7월 1일  오픈합니다  약 2천의  객석이  

와인야드형식으로배치되어있으며  스위스제의  5123 개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뮤좌가와사키의  견학과  파아프오르간의  30 분간의  

미니콘서트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개최일은  7 월 15 일  16 일  17 일  

3 일간입니다  15,16 일의  오후부가 2 시에서  4 시이며  연주시간은  3 시입니다  

저녁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이며  7시에  연주가  있습니다  17일은  오전부가  

10 시부터  12 시이며  연주는  11 시입니다  오후부는  2 시부터  4 시이며  연주는  

3 시입니다  사전신청은  필요없으며  당일  직접회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크로고디로스  콘서트의  안내                                  No.142 

크로고디로스는  하바드대학에서  가장오랜역사를  가진  아카페라  남성  

코러스그으로 6 월 26 일  토요일  국제교류센타에서  오후  2 시에  개최됩니다  

입장료는  2000 엔이며  신청은  6 월 15 일  10 부터  전화  또는  직접방문해서  

접수해  주십시오  전화는  435-7000 입니다  

인터내셔날  패스티발                                        No.144 

 7 월 4 일  일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8 시  국제교류센타에서는  제 10 회  

인터내셔날  패스티발이개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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