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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비 사이타마(지상디지털방송 3 채널)의 데이터 방송에서는 외국인 종합상담센터 

사이타마의 안내 등을 6 개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ㆍ조선어∙ 포르투갈어∙ 스

페인어)로 볼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처리 

 가정의 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회수합니다.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캔과 병, 자원쓰레기 등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요일에 분리수거됩니다. 또한, 

대형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물건* 중에는 유료처리이거나 수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일, 쓰레기의 분류방법, 쓰레기를 넣는 봉지,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과 

수집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버려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각 자치단체 청소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냉장고·에어컨·텔레비전·세탁기 4 품목은 대형쓰레기로 버리지 못합니다. 유료로 

판매점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니, 각 제조업자나 판매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11 장  

일상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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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쓰레기와 처리가 어려운 물건이란 가구, 침구류, 전기제품, 부엌용품, 가정용품 

등으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옷장, 테이블, 의자, 

이불, 카페트, 자전거, 비디오기기, 스토브, 가스곤로, 골프용품 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치단체 청소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쵸나이카이(마을회)·자치회·어린이회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서 자치적인 활동을 하는 마을회나 

자치회가 동네 별로 있습니다. 입회는 자유이지만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지역의 마츠리(축제),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행사의 정보를 

적은「회람판」이 집집마다 돕니다. 읽고 난 뒤 집에 두지 말고 바로 옆집으로 

돌립니다. 

 마을회・자치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회가 있는 곳이 많으며 동네 

마츠리(축제)에 참가, 체육대회, 라디오체조, 소풍 등의 활동을 합니다. 

 매달 회비는 각각 자치회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이웃사람이나 자치단체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일본의 생활습관 

(1) 가정생활 

 현관: 일본의 집의 입구에 있는 현관은 방보다 한단 낮게 되어 있어서 구두에 묻은 

흙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갈 때 현관에서 구두를 

벗은 뒤 들어갑니다. 실내용 슬리퍼가 놓여 있을 때는 갈아 신습니다. 

 

 다다미: 일본방의 바닥에 깔려있는 식물제로 만든 매트를 다다미라고 합니다. 

다다미 방에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벗습니다. 

 

 이불: 후톤(이불)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침구는 다다미 위에 깔며 매일 아침 개고 

매일 밤 깝니다. 일본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이불을 오시이레 안에 넣을 때는 가능한 

한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상단에 넣습니다. 이불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오랫동안 

쓰려면 맑은 날에 이불이나 담요를 햇볕에 말립니다. 

 

 목욕: 목욕을 하는 방법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후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릴랙스하는 것이 일본인의 일반적인 목욕법입니다. 욕조의 물은 

한 사람마다 새로운 물로 바꾸지 않으므로 욕조에서 나올 때 다음에 목욕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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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바닥의 덥개을 빼서 물을 다 버리지 말도록 조심합시다. 

 

 화장실: 화장실에는 전용 슬리퍼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실내용과는 다른 슬리퍼가 

놓여 있으면 그 슬리퍼로 바꿔 신습니다. 변기에는 앉아서 사용하는 양식 변기와 앉지 

않는 재래식변기의 2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 선물(증정품) 

 일본의 습관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이사해서 새로 입주할 때에 옆집에 인사를 합니다. 그 때 선물(예를 들면 타올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과일이나 과자 등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 여행이나 일로 출장을 가면 간 곳에서 직장 동료에게 과자를 사 가지고 옵니다. 

 

(3) 경사와 관혼상제 

 경사: 일본에서는 친한 사람의 결혼, 출산, 입학 등을 축하해서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가게에서 파는 축의금 봉투를 사용합니다. 

축의금 봉투 안에는 보통 새로운 지폐(은행에서 바꿔 줌)를 넣습니다. 

 

 결혼식: 일본의 결혼식은 교회, 호텔, 신사 등에서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식과 

서양식을 혼합한 스타일의 결혼식이 일반적입니다. 남자의 복장은 검정색 양복, 하얀 

와이셔츠에 하얀 넥타이를, 여자는 기모노나 정장이 일반적입니다. 

 

 장례식: 친한 사람이 사망하면 츠야(밤샘)나 영결식에 참석합니다. 츠야는 보통 

영결식 전날 밤에 합니다. 츠야 또는 영결식에 참석하는 절차는 먼저 접수에서 

부의금(부의금 봉투에 넣은 돈, 새로운 지폐는 넣지 않음)을 내고 방명록에 서명을 

합니다. 남자의 복장은 검정색 양복, 하얀 와이샤츠, 검정색 넥타이, 여자의 경우에는 

검정색 옷이 일반적입니다. 장식품은 안 하지만 진주 목걸이 등은 해도 됩니다. 

 

(4) 팁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팁을 주는 관습이 없습니다. 고급레스토랑, 호텔, 연회장 등의 

요금에는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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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1) 전차 

  전차의 운임 지불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대인」과「어린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12 세 

이상은「대인」, 6 ~ 11 세까지는 구분상「어린이」입니다. 초등학생은 12세인 

경우에도「어린이」입니다. ５세까지의 유아는 동반하는 「대인」또는「어린이」1명에 

대해 2명까지는 무료이지만, 3 명 이상은「어린이」운임이 필요합니다.  

 0살은 무료입니다. 

 

보통승차권:   보통 승차표입니다. 각 철도 역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  기  권 :    같은 구간 내에서 회수 제한 없이 승차할 수 있습니다. 1개월, 3 개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학용 승차표 구입 시에는 학교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  수  권 :   같은 구간의 승차표가 11 ~ 14 장 씩으로 판매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승차권 10 장분입니다. 구입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이나 시간에 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각 철도 

역에 있는 자동 판매기또는 창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Suica(스이카)와 PASMO(파스모): 

Suica 나 PASMO 는 자동개찰기에 대기만 해면 개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전차・버스 

공통인 IC 카드입니다.  Suica 는 JR 동일본이 발매, PASMO 는 사영철도, 지하철 및 

버스 각사가 발매하고 있습니다. 도쿄 주변 지역에서는 Suica 로 

사영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하거나 PASMO 로 ＪＲ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잔액이 적어졌을 경우에도 충전(입금)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에는 충전과는 별도로 예입금으로 500 엔이 필요하지만, 카드를 반납할 때 예입금도 

환불이 됩니다. 

Suica 와 PASMO 에는 다음 3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기권: 정기권과 선불 카드 양쪽의 기능을 다 갖춘 것입니다. 기명식입니다. 

개인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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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선불 카드: 개인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  무기명식 선불 카드: 개인 정보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분실된 경우,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보통승차권 등의 운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 버스 

  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대인」과「어린이」의 금액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12 세 이상은「대인」, 6~11 세까지는「어린이」입니다. 초등학생은 

12 살이라도「어린이」입니다. 5 세까지의 유아의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동반하는「대인」 또는「어린이」 1 명에 대해 2 명까지는 

무료입니다. 3 명째부터는「어린이」 운임이 필요합니다. 0 세는 무료입니다. 

 버스 요금의 지불 방법은 버스의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의 앞문에서 

승차할 때는 요금은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버스의 중앙 또는 뒷문에서 승차할 때는 

요금은 그 자리에서 지불하지 않고 입구에 있는 정리권 발행기에서 정리권을 받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운전석 위에 표시되어 있는 번호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리권번호와 같은 번호에 표시되어 있는 요금을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상자에 

정리권과 같이 넣습니다. 맨 처음부터 승차할 때에는 정리권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때에는 가장 비싼 표시요금을 지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Suica 나 PASMO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ica(스이카)나 PASMO(파스모)를 사용할 경우에는 승차할 때 입구쪽에 있는 

카드리더에 IC 를 터치해서 승차지를 기록시킵니다. 승차할 때 요금함의 카드리더에  

IC 카드를 터치함으로써 지불이 됩니다.   

버스는 승객의 표시에 의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합니다. 목적지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면 유리창 주변 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3) 택시 

 빈차의 택시는 앞 유리창에 빨강색으로「空車(쿠우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면 서 줍니다. 요금은 운전석 옆에 있는 미터기에 표시됩니다. 

밤10시(장소에 따라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승하차시에는 

왼쪽 뒷문을 열고 닫는 것을 운전수가 자동장치로 조종하니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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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 

아파트 등 임대주택의 집세를 지불하거나, 근무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등 은행 

계좌를 이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 확인 서류(재류카드 

또는 여권 등)과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은행 마다 수속방법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계좌를 개설하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계좌 개설 시에 현금카드를 동시에 작성해 두면 ATM(자동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6 국제교류·국제협력 활동 

  (공익재단) 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SIA)는 현민의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 단계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도 실시합니다. 더욱 이 협회에는 활동 거점을 사이타마 현내에 둔 국제교류・협 

력단체의 활동지원 내지 그들 단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곳으로‘국제교류 

프라자’가 병설되어 있습니다. 

 

☎ 상담창구 ∙ 문의처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공익재단)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http://www.sia1.jp/ 

 

048-833-2992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기타우라와 5-6-5 

사이타마현 

우라와합동청사 3 층 

월~금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8:30~17:15 

 

 

 

 

 

 

 

 

 

 

http://www.sia1.jp/
http://www.sia1.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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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 

  사이타마현에는 다양한 방면에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관광명소나 문화 및 자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공식 관광사이트 초코타비 사이타마” 

(영어)      URL: https://en.chocotabi-saitama.jp/ 

(간체중문) URL： https://ch-kan.chocotabi-saitama.jp/ 

(번체중문） URL： https://ch-han.chocotabi-saitama.jp/ 

(한국어)    URL：https://kr.chocotabi-saitama.jp/ 

(태국어)    URL：https://th.chocotabi-saitama.jp/ 

 

「초코타비 사이타마 관광정보국」 

Facebook(영어)  URL: https://www.facebook.com/saitama.japan.en   

Facebook（중국어）   URL： https://www.facebook.com/saitamajapan.zhtw  

Facebook（태국어）   URL：https://m.facebook.com/saitamajapan.th/ 

Instagram (영어)     URL: https://www.instagram.com/saitama.japan.official/ 

 

사이타마현 국제 관광 PR 애니메이션(아니메 도 사이타마에서 공개) 

URL: http://www.skipcity.jp/channel/ani/ 

 

사이타마현 시설 일람 

URL: https://www.pref.saitama.lg.jp/shisetsu/index.html 

 

사이타마 문화 이벤트 정보 홈페이지  

현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연극, 미술 등의 문화 이벤트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URL: http://event-saitama.jp/（공식 사이트）  

  

 

 

 

 

 

 

https://en.chocotabi-saitama.jp/
https://ch-kan.chocotabi-saitama.jp/
https://ch-han.chocotabi-saitama.jp/
https://kr.chocotabi-saitama.jp/
https://th.chocotabi-saitama.jp/
https://www.facebook.com/saitama.japan.en　
https://www.facebook.com/saitamajapan.zhtw　
https://m.facebook.com/saitamajapan.th/
http://www.skipcity.jp/channel/ani/
https://www.pref.saitama.lg.jp/shisetsu/index.html
http://event-sait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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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서관 

 일본의 공립도서관은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에 거주, 근무, 

재학하는 사람은 사이타마 현립 도서관에서 책이나 잡지, CDㆍ비디오ㆍ DVD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서관에서 요청하시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가져와 대출해 드리므로, 가까운 도서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사이타마 현립 구마가야 도서관에는 외국어 자료를 모은 ‘해외자료코너’가 있습니다.  

☎ 상담창구 ∙ 문의처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개관시간 

사이타마 현립 

구마가야 도서관 

048-523-6291 

FAX: 

048-523-6468 

구마가야시 하코다 

5-6-1 

○ 일반자료, 사이타마 자료, 

신문ㆍ잡지, CDㆍ비디오ㆍ DVD 

  화~금 

  9:00~20:00(6~9 월) 

  9:00~19:00(10~5 월) 

  토ㆍ일ㆍ공휴일 

  9:00~17:00 

○ 아동자료, 기타 

  화∼일ㆍ공휴일 

  9:00~17:00 

사이타마 현립 구키 

도서관 

0480-21-2659 

FAX: 

0480-21-2791 

구키시 시모하야미 

85-5 

사이타마현립 

구마가야 도서관 

우라와분관※ 

048-844-6165 

FAX : 

048-844-6166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다카사고 4-3-18 

현립도서관 1 층 

 화~일 

  9:00~17:00 

*예약자료를 대출, 반납, 

복사서비스창구(장서는없습니다) 

○ 사이타마 현립 도서관 웹사이트 

https://www.lib.pref.saitama.jp/(일본어) 

https://www.lib.pref.saitama.jp/foreign/index.html  （中文、한국・조선어판、

Tiếng Việt 、English、português、español、français、やさしい日本語） 

 

 

○ 사이타마현립 도서관 이용안내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chinese.pdf （中文）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korean.pdf （한국・조선어판）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vietnamese.pdf （Tiếng Việt）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english.pdf （English） 

https://www.lib.pref.saitama.jp/
https://www.lib.pref.saitama.jp/foreign/index.html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chinese.pdf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korean.pdf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vietnamese.pdf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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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portuguese.pdf （português）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french.pdf （français）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spanish.pdf （español）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japanese.pdf （간단한 일본어） 

 

○ 사이타마현내 공공도서관 등 일람 

https://www.lib.pref.saitama.jp/about/post-1.html （일본어） 

 

 

9 미술관 

   

  사이타마현립 근대미술관은 JR 기타우라와역에서 걸어서 바로 근처에 있는 

기타우라와공원 안에 있습니다. 모네, 샤갈, 피카소 등 해외의 거장을 비롯하여 일본의 

현대작가까지 훌륭한 미술 전시작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굿 디자인의 의자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상담창구 ∙ 문의처 

단체명 전화번호・URL 주소 개관시간 

사이타마현립근대미술관 048-824-0111 

https://pref.spec.ed.jp/momas/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도키와 

9-30-1 

10:00~17:30 

※ 전시실 입장은  

17:00 까지  

※휴관일은 월요일 

(공휴일 또는 

현민의날인 경우는 

개관), 연말연시, 

정기정검 실시일 

 

※입관무료, 전시실 입장 

(MOMAS 콜렉션, 

기획전)은 유료 

 

 

10 박물관 

①  사이타마현립 역사와 민속 박물관은 오미야 공원 안에 있습니다. 역사 · 민속 · 

미술 공예를 다루는 인문계 종합 박물관으로 국보로 지정된 칼 · 단도와 태평기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portuguese.pdf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french.pdf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spanish.pdf
https://www.lib.pref.saitama.jp/collection/docs/japanese.pdf
https://www.lib.pref.saitama.jp/about/post-1.html
https://pref.spec.ed.jp/m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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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등 국가 지정 · 현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사이타마현 관련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타마현 사키타마 사적의 박물관은 국가지정 특별사적 사이타마 고문군에 

있습니다. 관내 전시실에는 국보 금석명철검을 시작으로 고분에서 출토된 귀중한 

자료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③  란잔 사적 박물관은 국가지정 사적 스가야관터 안에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무사 사택에서 전국 시대의 성으로 이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의 중세 

(약 12 세기부터 16 세기까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④ 사이타마현립 자연박물관은 사이타마의 자연과 그 성장과정, 자연과 사람들의 삶과 

관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자연계 종합박물관입니다. 「파레오파라도키시아」의 

실물화석(국가지정천연기념물)이나 대형상어「카루카로돈 메가로돈」의 복원모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⑤ 사이타마현립 강박물관은 사이타마현의 젖줄이 되는 강 「아라카와」를 테마로 

아라카와의 자연, 홍수, 치수의 역사, 선운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의 이용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 물과 사람들의 삶과의 관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상담창구 ・문의처  

단체명 전화번호 URL 주소 개관시간 

①사이타마현립사적과 

민속 박물관  

048-641-0890 

https://saitama-rekimin.spe

c.ed.jp/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다카하나쵸 4-219 

9:00～16:30 

※관람접수는 폐관 30 분전까지 

※휴관일은 월요일(공휴일, 대체휴일・G.W 기간 

중, 현민의 날은 제외), 

12/29～1/1,기타 임시휴관,임시개관 있음 

②사이타마현립  

사키타마사적박물관 

048-559-1181 

https://sakitama-muse.spec.

ed.jp/ 

교다시 사이타마 4834 9:00～16:30 

(7,8 월은 9:00～17:00) 

※전시실 입장은 16:00 까지 

※휴관일은 월요일(공휴일, 대체공휴일, 

골든위크 기간중, 현민의 날은 개관), 연말연시, 

임시휴관이 있음 

※관람료 일반 200 엔, 중학생 이하 무료 

※사이타마고분군, 국보전시식내 

자료(금석명철검 등)을 다언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보전시실내 자료(금석명철검 등)을 다언어 

팜플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응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 번),한국어) 

https://saitama-rekimin.spec.ed.jp/
https://saitama-rekimin.spec.ed.jp/
https://sakitama-muse.spec.ed.jp/
https://sakitama-muse.spec.ed.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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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이타마현립 

란잔사적 박물관 

0493-62-5896 

https://ranzan-shiseki.spec.

ed.jp/ 

란잔마치 스가야 757 9:00～16:30 

(7,8 월은 9:000～17:00) 

※입장은 폐관 30 분전까지 

※휴관일은 월요일(공휴일, 대체공휴일, 

골든위크 기간 중, 현민의 날은 개관), 

연말연시, 임시휴관이 있음 

※관람료 일반 100 엔, 중학생 이하 무료 

 

 

④사이타마현립 

자연박물관 

0494-66-0404 

https://shizen.spec.ed.jp/ 

 

나가토로마치 

나가토로 

1417-1  

9:00～16:30 

(7, 8 월은 17:00 까지) 

※입장은 폐관 30 분전까지 

휴관일: 월요일(공휴일, 대체공휴일, 골든위크 

기간중, 현민의 날, 7/1~8/31 은 제외), 

연말연시, 임시휴관있음 

※관람료: 일반200엔, 대학생, 고등학생 1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⑤ 사이타마현립 

강박물관 

048-581-7333 

https://www.river-museum

.jp/ 

요리이마치 코조노 39 9:00~17:00（７，８月월은 연장있음） 

(여름방학기간은 연장함) 

※입장은 폐관 30 분전까지 

※휴관일은 월요일(공휴일, 대체휴일, 골든위크 

기간 중, 현민의 날, 여름방학기간 중은 

제외）、 연말연시 임시휴관있음 

관람료：일반４１０엔、중학생이하 무료 

주차장：보통차 3００엔 

 

https://ranzan-shiseki.spec.ed.jp/
https://ranzan-shiseki.spec.ed.jp/
https://shizen.spec.ed.jp/
https://www.river-museum.jp/
https://www.river-museum.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