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ＫＯＲＥＡ／韓国・朝鮮語版）  Ｎｏ．６３       

 

  

4 월 1 일자  시정소식  시정의  작은창으로부터                No.187 

4 월에  학교에  입학하시는분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가와사키시도  신종합계획과  자치기본조례의  출발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살기좋은곳이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마을만들기에  새로운  스탭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재정이  어려워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수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와사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물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방범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좋은매력에서  지역에서  곤란한  상황까지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은  역시  그지역주민입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라는  생각이  이  되는  

이유입니다  지역의  확실한  눈은  마을만들기의  큰원동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힘이라는것입니다  이  지역의  힘을  발휘하기쉽게  하기위해서는  가장가까운창구인  

구청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구민이  다양한  마을만들기의  무대에서서  육아  

고령자의  지원  환경에의  대책  등  활력있게  활동할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각구의  

시민활동단체를  지원합니다  구민회의의  설치를  추진하여  보다가까운곳에서  지역의  

만들기의  중심이되는  구청이되도록하겠습니다  가을에는  민간의  손님센타라고하는  

콘텤트센타를  개설합니다  문의와  상담등은  그  장소에서  대답하며  전문적인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연락하는  등의  섬세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그외에도  

주민투표제도의  검토  등  새로운대책을  만들어  갑니다  가와사키시는  시민자치의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시민이  지역의  힘을  발휘  할수있도록  함께  

창조발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가와사키시립일본민가원의  안내                           No.188  
일본민가원은감소하고  있는고민가를영구보존하기위해 1967 년개원한  

고민가야외박물관입니다  일본민가원에서는  동일본의  대표적인  민가를  비롯하여  

물레방아  창고  가부키좌무대등의  25 채의  건물을  볼수있습니다  그중에  18 채는  

국가나  현의  중요문화재로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축된  고민가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오래된형태를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고민가는  동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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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폭넓은  지역의  민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는  17 세기에서  20 세기에  걸쳐있었으며매일  



민가에서는  일본식화로인   이로리에불을  피워서  손님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에는  고민가  외에도  전시실도있어  고민가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울수도  

있습니다  고통편은  오다큐선  무코가오카유엔역  ( 小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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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입장료는  일반 500 엔  학생 300 엔  중학생이하  65 세이상은  무료입니다  개원시간은  

오전 9 시 30 분  이며  오후 4 시 30 분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월요일과  축일  의  

다음날입니다  월요일이  축일인  경우는  개원합니다  년말연시는  휴관입니다  

 

가와사키마리엔과  그  주변시설                          No.189  
가와사키마리앤은  지상 51 미터의  전망대로부터  날씨가좋은  날에는  

동경만과치바현까지  조망할수있습니다  전망대의  입장료는  15 세이상 300 엔  

초중학생은  150 엔입니다  마리앤의  부속시설인  바베큐장이  있습니다  신청  

대표자가 20 세이상이면  누구라도  신청하여  이용할수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왕복엽서로  입니다  이용희망일  신청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낼곳은  우편번호  210-0869 가와사키구（川崎区）  

히가시오기시마（東扇島）  38-1 가와사키  마리앤입니다  희망일의  1 개월전의  

1 일부터  7 일까지우송해주십시오  신청은  한그룹이  한구획입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추첨합니다  추첨의  결과  빈자리가  있는  경우는  이용일  1 개월전  15 일부터  

전화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철판  철망  숯불받침대  는  

무료로  대여합니다  숯  식료품  레져시트  등의  판매와  대여는  하지않습니다  

이용시간은   3 월부터 6 월까지와 ,9 월 -１１월까지는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입니다   

근처에는바다낚시를할수있는히가시오기시마「니시공원」이있습니다  

오전 10 시부터오후 4 시까지입니다  이공원은  바다낚시뿐만이  아니라  넓은녹지가  

정비되어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습니다  교통편은  JR 川崎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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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東 扇 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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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川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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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リエン前
      ま え

」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가와사키마리앤의  문의전화는  044-287-6000 입니다  휴관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인경우는  그다음날의  평일이  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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