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을 본다
강을 느낀다
강을 안다

사이타마현립 강 박물관사이타마현립 강 박물관
체험박물관

시설 안내

사이타마현립  강 박물관(가와노박물관） 은  아라카와(荒川 )강 오른쪽 기슭의 
부지에서, 매력적인 전시시설과　친수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강과 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배울 수있는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실내실내 시설시설
제1 전시실 -아라카와강의 발견-
물대포 댐·물레방아딸린 배·짐배 등과 같은 대형모형을
비롯하여 특수장치가 가득한 전시실입니다.

・청백 “아사기”스크린 상영
・물대포댐 이벤트
・짐배 이벤트
・물레방아딸린 배 이벤트

제2 전시실
다양한 특별전 및 기혹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시어터 “카와세미 고(물총새호)”
대화면과 연동하여 좌석이 움직이는 가상현실 시어터 입니다.
스릴만점의 수상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라카와강 ~ 숲과 바다를 잇는 강 ~ +3D 영상
・라인강 1320km의 여행

실외실외 시설시설
아라카와강의 대형모형
아라카와강의 원류로부터 동경만에 이르는 173km의 지형을 1000분의 1로 
축적한 일본 최고의 대형 모형입니다.

계류 관찰창
아라카와강의 계류에서 사는 곤들매기나 산천어 등의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실시: 매주 토요일·경축일 ①10:00~, ②15:30~

물방앗간 광장
예전 아라카와강 유역에서 사용되었던 2대의 수차를 옮겨서 복원한 것입니다.
아라카와 와쿠와쿠랜드 (아라카와강 신나는 놀이터)
물의 과학적성질 (유력·부력·압력·저항)이나 치수·이수의 학습이 
가능한 워터·애슬래틱 시설입니다.

이용안내이용안내
개관시간 (입장은 폐관 30 분전까지)

통상시기: 9:00∼ 17:00
여름방학기간: 월∼금: 9:00 ～ 17:30
　　　　　　   토·일·축일·오봉연휴 8/11 ∼ 8/15: 9:00 ～ 18:00

휴관일
월요일 (축일·대체휴일·현민의 날·7/1-8/31은 휴관)
연말연시（12/29 ∼ 1/3）
시설정비의 집중보수정비점검에따른 임시휴관이 있습니다.

관람료／입장료
일반 ￥410 (￥240), 학생·고교생 ￥200 (￥120),
    ( ) 안은 20명 이상의 단체 활인
중학생 이하는 무료

아라카와 와쿠와쿠랜드 (아라카와강 신나는 놀이터)*
고교생 이상 ￥210, ４세 이상중학생까지 ￥100
*11월 중순부터3월 하순까지는 폐원합니다.

어드벤처 시어터
고교생 이상 ￥430, ４세 이상중학생까지￥210
※안정장치 관계로 이용을 사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라카와 와쿠와쿠랜드 (아라카와강 신나는 놀이터) 및 어드벤처 시어터 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주차 요금
보통차￥300, 버스 ￥1,020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신 분은 모든 시설이 무료입니다.

오시는 길
자동차: “칸에츠( 関越 )자동차도로”의　“하나조노IC(花園 IC)”에서 8분
전차＋도보: 토부토조센( 東武東上線 )선”의 하치가타역( 鉢形駅 )에서 하차, 도보로 20분
전차＋택시: “요리이역( 寄居駅 )”에서 하차, 택시로 7분

당부의 말씀
본관 내에서는 음식이나 흡연을 삼가 주세요. 취기가 있으신 분은 입관을 삼가 주세요.

주소、전화·Fax
埼玉県大里郡寄居町小園 39　사이타마현 오사토군 요리이촌 코조노39
전화 +081-(0)48-581-7333　Fax +081-(0)48-581-7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