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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다로우〔岡本太郎〕미술관  5 주년  기획전       No .163        
◆기간은  2005 년  1 월 16 일  까지  

◆상영작품은  12 월 5 일까지와  12 월 6 일부터의  상영작품은  다릅니다  

기성의  장르를  넘어서  활동한   그의  존재를  널리  일본에  알리게  된것은  

ＴＶ출연이  많았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ＴＶ개국  당시부터  뉴스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행  대담  드라마   버라이티  프로그램등  반세기동안  

브라운관에  등장하여  다양한  테마에  대하여  인생관에  관한  멧세지를  현대  

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본  기획에서는  전시실을  테마별로  6 개분야로  

나누어  비장의  영상과  ＴＶ광고  기행  대담  드라마  버라이어티로  나누어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  5 주년을  기념하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회화  조각  사진  판화의  대표작품도  공개합니다  

◆관람료는  어른  900 엔  고교  대학생은  700 엔  중학생이하  65 세이상은  

무료입니다  이번  입장권은  개최기간중에  2 번  입장할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오전  9 시 30 분부터오후  5 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축일을  

제외한  월요일과  축일의  다음날입니다   

◆교통편은、小田
お だ

急線
きゅうせん

向ヶ丘
むこうがおか

遊園駅
ゆうえんえき

 하차하여  도보  17 분입니다  

      

국제교류센타내의  도서자료실의  이용안내           No .164  

나카하라구의  국제교류센타  2 층중앙의  도서  자료실은  지역의  국제화와  

이문화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국제관계의  도서를  주로하여  일본이나  해외각국의  사회정세  경제  역사  

문화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국제관계의  

각국의  도서등이  만권을  넘으며  영어  중국어  등의  신문도  볼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8 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월요일이나  

월요일이  축일인  경우는  다음날이  휴관일이되며  연말연시도  휴관일입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상입니다   

◎실내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수험공부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용할때는  필기도구등  필요한  것만  지참하고  

나머지는  보관함에  보관해  주십시오   보관함은  사용후에  동전이  되돌아  

옵니다  ◎도서류는  실내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도서  이외에  실내에는  

비디오가  2 대  있습니다  ◎실내에서  흡연  음식은  금지입니다◎휴대폰  

사용도  삼가해  주십시오   

◆교통편은、東横線
とうよこせん

元住吉駅
もとすみよしえき

 에서  도보  15 분입니다   

◆전화는  435-7000 입니다  

 

가와사키시  평화관의  안내                          No .165   
평화관은  전시와  교류를  통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키워  

새로운  활동으로  연결하는  장의  의미로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관내에서는  

「가와사키  대공습」「일본과  전쟁」  「전쟁과  인간」  등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기아 ,  빈곤 ,  환경문제를  다루는  「또하나의  전쟁」을  영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전쟁과  인간」의  코너에서는  전쟁의  역사와  

대량살상무기  민족분쟁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입니다  「또하나의  

전쟁」코너에서는  인권억압  기아  빈곤  지구환경  파괴  에대하여  생각하는  

등  국제연합  과  민족그룹  평화를  만들기  위해  생애를  바친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비디오코너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평화에  관한  비디오를  

볼수  있습니다  정보검색코너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평화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도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통편은 東急
とうきゅう

東横線
とうよこせん

、 目黒線
め ぐ ろ せ ん

、ＪＲ 南武線
な ん ぶ せ ん

、「 武蔵
む さ し

小杉
こ す ぎ

」 駅
えき

에서  

도보 8 분 , 東急
とうきゅう

東横線
とうよこせん

「 元住吉
もとすみよし

」에서  도보 １０分
  ぷ ん

평화공원내에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5 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월요일과  

매월제 3 화요일、연말연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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