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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화～금    9：00～19：00 

              9：00～20：00（6 월～9 월） 

              9：00～17：00（어린이 방） 

       토, 일, 경축일  9：00～7：00 

우라와 대출 반납 창구 9：00～17：00 

 

휴관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화요일) 휴관） 

제 4 금요일（제 4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목요일） 휴관） 

--- 7 월·8 월제외 

연말연시(12월 28일～1월 3일） 

춘계, 추계특별정리기간 

우라와 대출 반납 창구 사이타마 현립 문서 관과 같은 날. 

제 4 금요일（제 4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목요일） 휴관） 

 

빌릴 때  빌리고 싶은 자료와 대출카드를 카운터에 가지고 오십시오. 

처음 빌리실 때는, 신청서를 기제하시고 재류 카드 이나 보험증등 주소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카운터에 제출하시면 대출카드를 발행해 드립니다. 

책과 잡지는 합해서 10 권까지, CD 와 비디오는 합해서 5 개까지 15 일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코바톤 

한

한국・조선어판 
도서관 이용은 원칙적 무료입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책장에 있는 책, 신문, 잡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의 두 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현립 도서관은 다른 분야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쿠마가야 도서관 : 총기(즙뎅), 철학, 종교, 역사, 지리, 사회과학, 산업, 지역・행정자료, 

해외자료, 시청각자료 

쿠키 도서관 : 자연과학,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점자책，오디오북，아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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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싶으실 때는, 대출기한 내에 카운터에 빌리신 것을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전화 연락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을 때에 

한하여한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납 하실 때  기한 내에 자료를 카운터에 가지고 오십시오. 도서관이 휴관일 

때는 현관 옆에 있는 책포스터에 넣어 주십시오. 우편으로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시청각 자료(CD, DVD, 비디오 테잎)는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카운터에 

돌려 주십시오. 북 포스트에 반납하실 때는, 파손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서 넣어 주십시오. 현립도서관에서 빌리신 자료는 현립도서관（쿠마가야, 

쿠키，우라와 대출 반납 창구）이면 어디에 서라도 반납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반납이 상당 기간 늦어지는 경우에는 책을 빌리시거나 예약을 하실수 없으시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을 때 

 도서관 내의 검색용 단말기, 인터넷 (https://www.lib.pref.saitama.jp/licsxp-opac), 

 과 휴대 전화로 현립도서관의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대출중인 경우, 혹은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카운터의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 검색 서비스  자료나 정보를 찾고자 하실는 언제지 찾아주십시오． 

찾으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  사이타마겡 <현>내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상호대여 

및 정보등의 교환을 하고 습니다. 

사이타마겡 <현> 도서관의 자료 등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 서비스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장：흑백 10 엔  칼라：30 엔) 

복사하시기 전에 자료복사신청서를 기제해 카운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자료 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기타  2 관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림  자료를 더럽히셨거나 분실 혹은 훼손 하셨을 시에는 같은 책으로 

변상하셔야 하니 조심해서 취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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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신문은 빌릴 수 없습니다.  신문은 빌릴 수 없습니다. 잡지의  2 년 

이내의 호는 빌릴 수 있습니다. 

 

신문 목록 

언어 다이틀 소장관 

중국어 간체 人民日报北京版 쿠마가야 

중국어 번체 留学生新聞(중국어 번체・일본어) 쿠마가야 

한국어･조선어 조선신보, 동아일보 일본판, 노동신문, 한일문화경제신문 쿠마가야 

영어 

Asahi Weekly,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The Japan Times, The 

Japan Times on Sunday, Mainichi Weekly, The New York Times 

Weekday ed. 

쿠마가야 

The Japan news 쿠키 

프랑스어 Le Monde 쿠마가야 

 

잡지 목록 

언어 잡지명 소장관 

중국어 간체 中国烹饪,中华武术, 人民文学 쿠마가야 

중국어 번체 亞洲週刊 쿠마가야 

한국어・ 조선어 월간조선, 그루터기 쿠마가야 

영어 

Bloomberg Business Week, Car and Driver, The Economist, Foreign 

Affairs, Fortune,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International 

Preservation News, Japan railway & transport review, Japan 

review, Japanese journal of European studies, Journal of rural 

medicine, Korea and the world economy, Library Journal, The 

Library Quarterly, Nature, The New Yorker, Popular Science, 

Progress in Informatics, Scientific American, Taiwan Review, Time, 

Vogue, Zoological Science 

쿠마가야 

Bulletin of the Center for Children’s Books, The Horn Book 

magazine 
쿠키 

독일어 Der Spiegel 쿠마가야 

프랑스어 France Japon Eco  쿠마가야 

포르투칼어 Kyodai 쿠마가야 

포르투칼어 Casa & Jardim, Claudia, Veja 쿠마가야 

 

시약쇼<시청.구청> 이나 국제교류협회에서의 정보지         소장관:쿠마가야 

다이틀 언어 출판자 

Cupola 일본어・중국어 간체・한국어・영어 카와구치 시민 파트너 테이션 

Friendship News 일본어 사이타마현 국제 교류 협회 

Hello Friends 일본어 후지미노 국제 교류 센터  

Hello Corner News  중국어 간체・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아게오시 자치 진흥과 

HIFA News Letter 일본어 히다카시 국제 교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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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ujimino 
일본어・중국어 간체・한국어・타갈로그어・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후지미노 국제 교류 센터 

IRUMA COM+COM 중국어 간체・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이루마시 국제 교류 협회  

Kokusai Koryu NEWS 일본어 이루마시 국제 교류 협회 

Kompeito 일본어 가스카베시국제 교류 협회 

Koshigaya Messenger 영어・필리핀어・중국어 간체 코시가야시 시민 활동 지원과 

KUMAGAYA FRIENDS 영어・중국어 간체 쿠마가야시 홍보 공청과 

 일본어・중국어 간체・영어 Bi-Culture Kids Kumagaya 

MISATO VIEW 일본어・영어 미사토시 자치 진흥과 

NIFA dayori 일본어 니이자시 국제 교류 협회 

Puｌaｌa 일본어・중국어 간체・한국어・영어・스페인어 사이타마 관광 국제 협회 

Sai no Nakama 
일본어・중국어 간체・영어・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사이타마현 국제 교류 협회 

Shake Hands 일본어,  인포메이션(일본어, 영어) 쿠마가야시 국제 교류 협회 

SIFA Newsletter 일본어 사야마시 국제 교류 협회 

TiFA 일본어 도다시 국제 교류 협회 

TIFA Newsletter 일본어 츠루가시마시 국제 교류 협회 

 

쿠키 도서관 

〒346-8506 구키시 시보하야미 85-5 

전 화 : 0480-21-2659 

Fax :  0480-21-2791 

구키역（ＪR，도부 이세사키선） 서쪽 

출구에서 도보 20분 

시내순환버스「시야쿠쇼마에」하차. 

쿠마가야  도서관 

〒360-0014 구마가야시 하꼬타 5-6-1 

전 화 : 048-523-6291 

Fax :  048-523-6468 

구마가야역(JR, 찌찌부철도) 북쪽 출구애서 

도보 20 분. 콕사이 쥬오 버스「쿠즈와다」 

혹은 「구마가야 돔」 혹은 「하거다 

샤코」 행 ｢하로와크 마가야 마애」하차 

버스정류장에서 2 분. 

 

우라와 대출 반납 창구 : 〒330-0063 

사이타마시 우라와 구 다카 사고 

4-3-15 K・S 빌딩 2 층   

전화 : 048-844-6165 팩스 : 048-844-6166 

2017.11 
https://www.lib.pref.saitama.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