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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마루가키와인의  소개『禅師丸
ぜんじまる

柿ワイン
が き わ い ん

』  No.235   

2005 년산  젠지마루가키와인이  시내주류판매점에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술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단감으로  카마쿠라（ 鎌倉
かまくら

時代
じ だ い

）시대  

초기경  가와사키시의  카키오（柿生
か き お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하여  카키오의  
지명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키오지역에는  15 년  이상  약  

2200 병분의  센지마루카키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센지마루카키와인은  

카키오  센지마루카키보존회가  1996 년   개발하여  다음해  1997 년  부터  

판매를  개시하여  이번에  10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20ML 한병에  

사용하는  감은  약 1K 로  물등은  일제로  첨가하지  않는  화이트와인은  

담백하고  독특한  향기가  있어  여성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은  감이  

풍작이어서  주조조합과  조정하여  2760 병을  양조하였습니다  보존회가  

야마나시현  가즈누마 (山梨
やまなし

県勝沼
けんかつぬま

)의  양조소와  연구하여온  기술을   활용한   
자신작품입니다  감의  색깔상자에  넣어서  라벨에는  젠지마루카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병에  1300 엔  JA 경제센타  서남부의  주판매장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세레사가와사키카키오지점 (JA セレサ
せ れ さ

川崎
かわさき

柿生
か き お

支店
し て 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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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와이구청  발행 책자『 幸 区
さいわいく

役所
やくしょ

発行
はっこう

の二つ
ふ た つ

の冊子
さ っ し

』 No.237 

애완용  개의  습관과  사육법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소책자  「강아지의  

편지」입니다  개가  주인과  사이좋게  지내기위해  보낸  편지로형식으로  

편집된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한  주석도  있어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해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를  만질때는  손을  아래에서부터  내밀어  

냄새를  맡게하여  손은  빨게하여  어께부분부터  살짝이  만진다는  등의  

해설입니다   또  길에서  배설물이나  분뇨의  처리등의  매너향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A5 사이즈로서  14 페지  사이와이구내의  주요공원  시설에서  

무료배부하고  있으며  또  시  홈페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 사이와이  구청  위생과  전화  ０４４－５５６－６６８１  

출산준비중의  사람과  취학전의  아동  보호자를  위한  소책자  「육아정보  

사이와이」  의  소개입니다  접는형식의  책자로  겉면은  초등학교  안면에는  

보육원과  유아가  놀수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어린이  

문화센터  사이와구내의  육아관련  공간의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수업과  

급식  이벤트풍경의  사진이  있어  구내의  14 개  시립초등학교의  

행사예정일람표  입학전의  보육원  견학등의  게재입니다  책자는  연간  2 번  

발행하며  사이와이구청과  시민관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사이와이  구청  어린이  급식  지원  담당  전화  ０４４ -５５６ -６６９３  

후지꼬  F 후지오  관건설의  안내『藤子
ふ じ こ

・ F
えふ

・不二雄館
ふ じ お か ん

』 No.236  

도라에몬  ( ど ら え も ん )과  파맨 ( パーマン
ぱ ー ま ん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만화가인  후지꼬씨는  생전에  남긴  원화등을  전시하는  전시관  구상이  

실현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1996 년  62 세로  돌아가신  후지꼬씨는  

40 년  가까이  타마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9 년  유족으로부터  

가와사키시에  원화등을  기증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시에서는  그  

활용법등의  후지꼬프로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원화류에는  전시  소개할  시설에  대하여  「시  북부의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라는  유족의  유지를  이어  후미꼬씨가  살고  있었던  타마구의  

이쿠다  녹지내에  있는  무카이가오카  유엔지의  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고  있습니다  5 년이내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저작권을  

관리하는  후지꼬프로  등  민간주도로  건설  운영할  방침으로  건물은  시에  

기증되어  시는  용지확보등의  측면지원을  합니다  전시내용은  원화류  

약 4 만점  책상  작업도구입니다  시설의  가칭은  후지꼬  f  후지오  

아트워크스  입니다만  정식명칭은  후지꼬프로에서  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쿠다녹지에  오카모토다로우  미술관등의  특색있는  

박물관이  있어  이와  함께  정비를  하여  가와사키시의  새로은  매력으로서  

세계에  발신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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