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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가옥은  그  기능성과  아름다움이  조화된  것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日本民家園  에서는  급속히  소멸되어가는  古民家를  먼  장래에도  보존하기  
위하여, 일본각지의  民家를  이축하여  1957년  개원한  전통가옥  박물관  입니다.  일본  민가원  에서는  
일본의  동부의  대표적  민가를  비롯하여  가부키  가부키  무대,  물레방앗간  등  25채의  건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관  전시실에서는  당시의  전통가옥에  전통가옥에  관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당시의  생활용구  등의  전시와  과거의  생활상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체험학습  및  
実演등도  개최하고  있으니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  다.

개원시간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일반…500엔
고등학생·대학생…300엔
65세  이상…300엔
(65세  이상의  카와사키시민은  무료)
중학생  이하…무료
단체(유료  20명  이상)
(단체견학  희망  시에는  사전에  연락  주십시오.)

휴일
1．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개원함)

주의사항
1. 아래  사항을  행할  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함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  민가 내의 측량 또는 조사
      나.  민가원내 사진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의 게재

찾아오시는  길

・오다큐線  무코가오카유원지  역에서  도보  13분
・JR  남부線  노보리토  역에서  도보  25분

-일본  전통  가옥  야외  박물관-

일본민가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민속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민가  그리고  전통공예에  관한  강좌와  
재현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관해서는  가와사키시  공보  또  는  민가원내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오. 

1. 매년  11월3일  후나코시  무대에서  민속예능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새끼줄꼬기,  죽세공,  베틀,  종이뜨기  등  다양한  전통공예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민가에  관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원내(園內)건축물과  도구  그리고  생활용구의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있습니다.
4. 키타무라(北村)  일가의  주택에서  일본의  연중행사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설날  장식(お正月飾り)  과  
    히나마쯔리(雛祭)  그리고  오봉  장식(お盆飾り)  등  각  계절마다의  전통  행사를  재현,  전시하고  있습니다.
5. 전통공예관에서는  아이(藍)  염색의  전통기법을  관람  또는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글표기

★ 입장은  종료  30  분전까지
(11월~2월은 오후 4시30분까지)

입장료

2.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애완동물  등의  입장은  삼가  해주십시오.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음식은  삼가  해주십
    시오.  쾌적한  야외  박물관으로  지켜가고자  하
    오니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7-1-1 Masugata, Tama-ku, Kawasaki City, 
Kanagawa Prefecture, Japan  〒214-0032  

川崎市立 日本民家園-가와사키 시립 일본 민가원-

3．연말 연시

2．휴일(休日) 의  다음날  
     (휴일의  다음날이  토・ 일요일인  경우는  개원)

+81(44)922 2181 +81(44)934 8652
http://www.nihonminkaen.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