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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시청  구청등  공공기관의   휴무일  

  시청  구청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12월 28일까지이며  연초는  1월 4일부터  

개시합니다만  시설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연락확인한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타 ,시민프라자 ,시민활동센타  12 월 29 일 1 월 3 일～휴무  

◆교육문화회관과  분관  시민관  도서관등은  12 월 29 일～1 월 4 일  휴무  

◆도서관의  인터넷예약은  12 월 29 일  5 시부터  1 월 3 일  오후 5 시까지  

점검관계로  정지합니다  

◆오카모토다로우  미술관、일본민가원、 청소년과학관  시민뮤지움  

2 월 27 일～1 월 4 일  휴무  

◆요넷티오젠지는  12 월 27 일부터  1 월 5 일까지  휴무  

◆요넷티츠츠미네는  관내공사관계로  12 월 29 일～2 월 2 일까지  휴무    

◆후레아이넷트는  12 월 29 일～1 월 3 일까지  시스템의  점검관계로  자택의  

컴퓨터로  악세스가  되지않습니다  예약의  신청  변경  취소는  12 월 28 일  

10 시까지해주시고  연초는  1 월 4 일  오전  7 시부터  개시합니다   

◆가와사키  남부  공원묘지  장례 (상제 )장  등  연말은  12 월 31 일까지   No.170 

근무이며  연초는  1 월 4 일부터근무개시입니다   

◆호적에관한  각종수속은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기간은  구청수위실에서  

접수받고있습니다  

◆시영버스정기권과  카드는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까지  기간의판매는  

시영버스영업소에서  합니다   

◆사이와이구의  유메미가사키동물공원과   가와사키구의  중국정원인  

신수원「しん秀園
しゅうえん

」도  휴무입니다   

◆연말연시의  쓰레기수거안내와  법률상담은  시정소식  12 월 1 일호에  

각구별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휴일구급환자  진료소、 치과  휴일구급환자진료소등의  안내는  

12 월 21 일자  시정소식에  게재되어있습니다  

협정수박시설의  안내                             No.170   

가와사키시에서는  시민보양시설의폐지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수  있는  협정숙박시설이용  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동행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지소  

출장소  도서관등의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년도의  보육원의  입소안내  
2005 년도  4 월부터에  보육소입소희망자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마감은  2005 년  1 월 21 일까지입니다  신청서  입소안내  문의는  

구청보육소보건복지센타  다이시  타지마지구  보건복지스테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수고관  동파방지의  안내  
겨울철에는  수도관이  얼거나  동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폰지나  

천으로  수도관을  보온하여  주십시오  수도관이  얼었을때는  더운물로  

녹혀서  자연히  물이  나올때까지  기다립시오   

수도관이  동파되었을때는  수도메타기를  잠구어  두고  파열된부분은  

천이나  테프로  감싸서  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수리의뢰는  

가와사키  수도서비스공사  수선센타  전화  0120-014-73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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