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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미가사키동물공원의 안내                   No.193 

유메미가사키동물공원에는  절종위기보호동물인  와오기즈네원숭이  가  

두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와오기즈네원숭이는  여우원숭이과의  

일종으로서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섬에만  서식합니다  신장은  약 40 센치  

꼬리가  약 50 센치에  흰색  검은색의  무늬가  교차하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한것입니다  새끼원숭이는  3 월 8 일  과  4 월  6 일  각각의  

어미원숭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와오기즈네원숭이는  짝짓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1992 년부터  짝짓기를  시도하였지만  암컷원숭이가숫컷원숭이  

를  쫓아내어서  많은  시간이  걸린후  겨우  짝짓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는  9 년만의  번식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원에는  희귀한  렛서팬더  시베리아헤라  사슴등  약 62 종의  

400 점의  동물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  희귀한  야생조가  날아오는  

곳이기하며   이시기에는  꽃놀이에도  적절합니다   봄에는  약 500 그루의  

꽃이  핍니다  연중무휴로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교통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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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차해  

주십시오  상세한  문의는  전화  044-588-4030 입니다  

 

한국조선어 중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안내  No.194 

가와사키  시립도서관중에  가와사키  나카하라  미야마에  아사오의  4 곳의  

도서관에는   한국조선어  중국어로  검색할수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한국조선인과  중국인등의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도서관이용을  위하여  일본어와  영어  도서에  이어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조선어  중국어로  검색서비스를  3 월말부터  개시했습니다  시내의  각  

도서관에  한국조선어와  중국어의  도서가  약 3200 권소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  도서의  약 3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로는  한글  이나  중국한자의  입력이  불가능하여  이용할수  



있는  도서를  직접  카드목록에서  찿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새로은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메카의  협력을  얻어  

문자입력을  할수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귀중한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니   검색서비스를  꼭  이용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문의는  나카하라  

도서관  전화  044-722-4932 입니다  

 

청소년  과학관의  안내                             No .195  

청소년  과학관의  메가스타 2 는  육안으로는  볼수없는  별을  비추어  

성좌를  재현하는  촬영기입니다  이는  타마구에  살고  있는  오오히라  

다카유키씨가  개발  제작한  투영기로서  과학관의  상설된  

투영기는약 6 천개의  별을  투영하는것에  비해  메가스타 2 는  

약 4 백 10 만개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12.5 등급의  별까지  투영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는  구름처럼  보이는  은하수는  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래의  투영기를  움직여  우주과학을  쉽게  

배울수  있도록  전문학예원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력  있는  별을  

충분히  감상할수  있도록  쌍안경을  대여하고있습니다  투영회가  끝난  

후에는  우주야  별자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과학관에는  그  외도  천체관측실  전시실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별밤을  

산책해보지  않겠습니까  프로네타리움의  투영시간은  약 45 분간  토  일  

축일과  봄  겨울은  오전  10 시  30 분부터  하루  4 번  투영회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 엔  고등학생  100 엔  중학생이하  65 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청소년  과학관  전화 044-922-47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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