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ＫＯＲＥA／韓国語・朝鮮語 ) Ｎｏ．49   

           

 

                            

                               

꿈（夢）콘서트                                  No.145         
 가와사키시정 (市政 ) 80 주년을  기념하여  7 월 15 일  （목）12 시 10 분부터  

12시 45분까지  장소는  히요시합동청사  1 층로비  됴쿄교향악단의  푸르트독주 

사전신청은  필요없으며  당일  직접회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 

가와사키다이시 (川崎大師 )서머패스타  

 풍경전시：7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  다이시경내에서  개최됩니다  이  

풍경전은  철  대나무  돌  유리등의  다양한  일본의  풍경을  모은  것으로  

품목별로는  일본에서  가장많이  전시하고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다이시명소순례워크러리：  7 월 18 일  （일）개최 접수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 30 분  이며  접수 장소는  케힌큐코행  

가와사키다이시역 (京浜急行川崎大師駅 )앞의  광장입니다     

시민프라자의  인형극패스타  
7 월 23 일부터  25 일까지의  3 일간  오전  10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까지  

시민프라자에서  개최됩니다 . 입장뺏지의  사전  판매는  800 엔  당일  판매는  

1000 엔으로  3 일간  유효합니다  특별공연은  별도로  500 엔이  필요합니다  

사전판매뺏지는  시민프라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엽서로  신청할때는  

7 월 15 일까지  희망인원을  기입하여  시민푸라자인형극장마즈리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No.146        

다카츠구민  마쯔리 (高津区民まつり ) 

7 월 25 일 (일 ) 오후 2 시 30 분부터  오후 9 시까지 

오오야마가도 (大山道街道 )주변의  30 개의  회장에서  개최됩니다  

교통안전파레드  자선콘서트등이  개최됩니다  우천시는  8월 1일로  연기됩니다  

키라리다카츠콘서트（きらり高津コンサート）  
7 월 25 일  일요일  오후  1 시부터 5 시까지  다카츠구의  남여공동참여센타  



대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다카즈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뮤지션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뮤좌가와사키심포니홀의  시민합창제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그룹으로서  7 월 24 일  25 일  이틀간  오전  

10 시부터  당일  선착순  700 명까지  무료로  입장할수  있습니다   

아사오구청   런치타임콘서트  
아사오구청에서는  7 월 26 일  에서  30 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 주일간  연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간은  12 시 15 분부터  45 분까지  

30 분간입니다  회장은  아사오구청  2 층로비입니다  사전신청은  필요없으며  

당일  자유참가입니다  연주자등의  상세한  내용의  문의는  아사오구청  

지역진흥과  전화  965-5116 입니다  

이케다녹지관찰회                 No.147       

타마구의  이케다녹지는  구릉의  일각에  있어  풍부한  자연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녹지에  생식하는  야생조  식물등을  매번  하나의  테마를  정하여  

전문가가  안내하면서  실제로  자연을  관찰하는  이케다녹지관찰회가  있습니다  

이  관찰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개최됩니다  참가희망  

자는사전  신청은  필요없으며  당일  직접  청소년  과학관앞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도  개최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중지됩니다  청소년  과학관은  오다큐선  

무고카오카유엔역  하차하여  도보 10 분입니다  청소년과학관의  전화번호는  

922-4731 입니다  

시민뮤지움에서  개최되는  기획전  
「미확인  생물출현록」이  9 월 5 일까지  옛날부터  일본에는  불가사의한  

생물의  목격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오니 (鬼 ) 덴쿠 (天狗 ) 갓파（河童）등의  

생물이  기록된  그림의  전시입니다 관람료는  일반이  900 엔  학생이  500 엔  

65 새이상  중학생이하는  무료입니다  (개최기간중  7 월 20 일은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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