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와사키시는 3 개소의 시민보양소가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살고 있거나 
시내에 근무 통학하는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꼬네（箱根）에 있는 미도리산장（ み ど り 山荘）은 
오다하라（小田原）에서 하꼬네등산철도의 오오히라다이（大平台）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목요탕은 온천수입니다. 전 16 객실에 
70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히가시이즈（東伊豆）에 있는 와까가와 산장（ わ か が わ 荘）입니다  
이즈급행의 가다세시라세（片瀬白田）역에서 버스가 5 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목욕탕은 온천수이며 전 16객실에 68명까지 숙박할수 있습니다.  
 얏카다케（八 ヶ 岳）에 있는 시민휴가촌（市民休暇村）입니다  JR 
중앙본선의 고부찌사와（小淵澤）역에서 순환버스가 20 분 간격으로 
다카다이（高台）까지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멀리 미나미 알프스를 전망할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온천은 아닙니다만 근처에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숙박료는 각각 다르나 1박 2식을 포함해서 중학생 이상의 어른이 
4200엔에서 5000엔 3세부터 초등학생이 3900엔에서 4600엔입니다. 
이상 세곳의 보양시설을 이용할때는 후레아이넷트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시민보양소등의 이용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후레아이넷트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속은 가까운 시민관이나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시민보양소나  
시민관의 회의실등을 이용할 때는 이용희망의 시설이나 이용일등 구청등에 
있는 단말기로 지정해 주십시요. 이용자수가 많을 때는 각 시설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첨을 행합니다. 또한 추첨 결과 비어 있는 경우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시민관에 있는 
팜플렛트를 이용해 주십시요. 후레아이넷트 운용센타의 전화번호는 
200-8416입니다. 

 

후레아이넷트 안내  



 

가와사키시민뮤지움의 소개 
 
가와사키 시민 뮤지움은 1988 년에 「도시와 인간」이라는 기본테마를 
주제로 개관했습니다. 기획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 공간에는 
하마다쇼오지（濱田庄司）씨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특별전시실과 
역사민족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이 역사 민족 전시실은 타마강을 따라서 
형성된 가와사키시의 역사를 「물과 공동체」라는 테마를 주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 코너는 6 개로 나누어져 있어 「촌락의 물 」 코너에서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생활해온 타마강변의 농촌의 생활과 연중행사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숙소와 여행」의 코너에는 에도시대의  숙소의 모형을 전시하여 
숙소의 기능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여행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물」의 코너에서는 영상을 통해 인간과 도시에 있어서 물의 존재를 
되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과 생활」, 「강과 묘지의 
문화」 ,「타마강과 촌락」등의 코너도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비디오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시민뮤지움은도도로키녹지 안에 있으며  무사시고스기（武蔵小杉）역에서 
버스로 10분정도 걸립니다.  
상설전의 관람은 일반 500 앤, 학생 300 엔 ,중학생이하의 어린이와 65 세 

이상의 고령자는 무료입니다   
휴관일은 월요일이나 만약 월요일이 축일인 경우는 개관합니다 축일의 

다음날이 휴관이 되나 축일 다음날이 토요일 경우는 개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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