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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카와 시립 도서관 

이용안내 

 

 
중앙（中央）도서관 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축일 

 
일반 10:00 ～19:30 10:00 ～18:00 

어린이（こども） 10:00 ～18:00 10:00 ～17:00 
교토쿠（行德）도서관 10:00 ～19:30 10:00 ～17:00 

이치카와역 미나미구치 

（市川駅南口）도서관 
9:30 ～21:00 9:30 ～18:00 

미나미교토쿠（南行德）도서관 

신토쿠（信篤）도서관 

히라타（平田）도서관 

9:30 ～17:00 휴관 

휴관일 
중앙（中央）、교토쿠（行德） 

이치카와역 미나미구치（市川駅南口） 

미나미교토쿠（南行德） 

신토쿠（信篤）、라타（平田）도서관 

 매주 월요일 

축일이 월요일의 경우는 개관하고, 

화요일을 휴관합니다 

 매주 월요일 

 국민의 축일 

 관내 정리일 （토・일・월요일을 제외한 월말의 하루） 

 장서 점검일 （연간 열흘정도） 

 연말 연시 （12월 28일 ～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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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방법 

• 책을 빌리실 때는 도서관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이용권은 무료로 발행됩니다. 

• 이용권은 거주시, 근무처, 학교의 주소지가 이치카와시내인 분,  

또한 후나바시시・마쓰도시・카마가야시・우라야수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발행됩니다.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카운터에 제시해 주십시오. 이치카와시내로 통근・통학하고 있는 분은 

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도서관 이용권은 시내 모든 도서관 (뒷면 참조)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관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３ 년간입니다. 갱신시기가 되면 카운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갱신하실 때에는 주소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 

요합니다. 

• 이용권을 분실하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카운터에 신고해 주 

십시오. 

책・잡지 

대출하실 때 

빌리고 싶은 책・집지를 도서관 이용권과 함께 카운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출기한 2주일 

권수 시내 거주자 및 통근・통학중인  제한없음 

인접시 

〔후나바시시・마쓰도시・카마가야시・우라야수시〕 

5책（冊） 

• 잡지의 최신호는 관내에서만 열람해 주십시오. 

지난호들(backnumber백 넘버)은 대출가능 합니다. 

반납하실 때 

카운터에 반납해 주십시오. 도서관 이용권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서관 

폐관시에는 출입구 옆의 반납함에 넣어 주십시오.  

대출하신 책은 시내의 어느 도서관에라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책을 검색하실 때 

• 관내에는, 시내 도서관의 장서를 검색할 수 있는 OPAC(이용자용 PC)가 설치해 

있습니다.또 인터넷으로도 도서관의 장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eb-OPAC) https://opac.city.ichikawa.chiba.jp/ 

• 패스워드를 취득하시면, OPAC나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 서비스는 이치카와시 거주·재근·재학이 대상이 됩니다.)  

• 원하시는 책을 못찾거나 방법을 모르실 때에는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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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퀘스트 서비스 (시내 거주자 및 통근・통학중인  분에 한함) 

원하시는 책이나 잡지가 도서관에 없는 경우, 예약 및 리퀘스트（신청）가 

가능합니다. 새로 구입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는 방법등을 통해 가능한 한 

원하시는 책을 준비하며, 준비되는대로 연락을 드립니다. 

• 하루에 3건까지 접수합니다. 합계 10권까지 가능합니다. 

AV 자료 (시내 거주자 및 통근・통학중인  분에 한함) 
책 이외에도 ＣＤ・ＤＶＤ가 준비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ＡＶ 자료이용은 만 13세 이상인 분에 한해 대출가능 합니다.） 

자료 소장관 대출권수 대출기간 

ＣＤ 중앙・교토쿠 도서관 3점 2주일 

비디으 중앙도서관 2점 2주일 

ＤＶＤ 중앙・이치카와역 미나미구치 도서관 1점 2주일 

 

• ＣＤ・비디오의 경우에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ＣＤ3점・비디오 2점･ＤＶＤ

1점까지）단 리퀘스트에 따른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 ＣＤ ･비디오 ･ＤＶＤ는 반드시 대출받으신 도서관에 반납해 주십시으. 또한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납포스트에 반납하는 일은 삼가해 주십시오. 

복사 서비스 

도서관의 자요에 대해서는 저작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1매 10엔） 

 

강남구 전자도서관 열람 서비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인터넷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을 본 

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도서관에서는 문학이나 역사, 경제/비즈니스 등에 관한 31 만권 이상의 

한국어도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자택 등의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강남구의 

전자도서관에 액세스합니다만, 전자도서를 보시려면 사전에 자신의 퍼스널 

컴퓨터에 전자도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리더)을 인스톨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시에서 전자도서관 입장시에 필요한 ID 와 패스워드를 

이용 등록 후에 교부합니다. ⇒ http://www.city.ichikawa.chiba.jp/ebook/ 

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일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시민께서는 꼭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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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도 

중앙（中央）도서관 

 

이치카와시 오니타카（鬼高） １－１－４ 

℡:047-320-3333 직통℡:047-320-3346 

교통：ＪＲ모토야와타（本八幡）역혹은 

시모우사나카야마（下總中山）역에서 도보 15분 

 

이치카와역 미나미구치（市川駅南口）도서관 

 

이치카와시 이치카와미나미（市川南）1－10－1 

타워즈 웨스트 3층 

℡:047-325-6241 

교통：ＪＲ이치카와（市川）역 도보 2분  

교토쿠（行德）도서관 

 

이치카와시 스에히로（末廣）１－１－31 

℡:047-358-9011   

교통：지하철 토자이선（東西線）교토쿠（行徳） 

역에서 도보 ５분 

 

미나미교토쿠（南行德）도

서관 

아이노카와（相之川）１－２－４ 

 ℡:047-357-4188 

교통：ＪＲ모토야와타（本八幡）

역에서 라야수（浦安）역행 

버스로 “카케마마”（缺真間） 

 정류장 하차 ２분 

신토쿠（信篤）도서관 

 

코우야（高谷）１－８－１ 

 ℡:047-328-8831   

교통：지하철 자이（東西線）선 

 바라키나카야마（原木中山） 

역에서 도보 ２분 

히라타（平田）도서실 

 

히라타（平田）１－20－16 

℡:047-321-2243 

교통：케이세이수가노（京成

菅野）역에서서 도보 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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