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퍼런스 서비스 

ㆍ직원이 정보 찾기를 도와 드립니다. 

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소재나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ㆍ전화ㆍ우편ㆍFAXㆍE-Mail 등으로도 접수합니다. 

ㆍ일정기간(통상1주일), 자료 보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자료 검색 

ㆍ컴퓨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고에 있는 자료를 열람하

려면 이용 신청서를 복사해서 이름을 기입한 후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직원이 자료를 내어 드립니다. 

예약ㆍ신청 

ㆍ보시고 싶은 자료가 대출 중일 때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ㆍ현립 카와사키 도서관 소장 자료도 예약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ㆍ현립 도서관 2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도 신청을 

접수합니다. 현내ㆍ외 도서관으로부터 상호 대차 서비스

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도서관 카드 

ㆍ현내 거주ㆍ재근ㆍ재학하시는 분께는 도서관 카드를 발행합니

다. 

ㆍ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본인이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대출 

ㆍ빌리고 싶은 자료와 도서관 카드를 대출 창구에 가지고 

오십시오 

ㆍ빌릴 수 있는 자료의 수량 및 기간 

도서 자료 10권 3주일 

시청각 자료 

（ＣＤㆍ레코드ㆍ카세트 테이프ㆍ비디오） 
6개 3주일 

ㆍ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대출 연장

이 가능합니다. 

반납 

ㆍ대출 카운터, 시청각 카운터에 가지고 오십시오. 

ㆍ도서관 문이 닫혔을 경우에는 반납함에 넣어 주십시오(

도서 자료에 한정). 반납함은 본관 정면 입구와 신관 남

쪽 슬로프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사 

ㆍ본 도서관 자료에 한해, 1인 1부,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복사(유료) 가능합니다. 단, 자료에 따라서는 복사 불가

능한 자료도 있습니다. 

ㆍ‘복사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ㆍ요금 

흑 백 1장 10엔 

컬 러 B5, A4, B4판까지는１장 60엔 

 A3판은 １장 90엔 

장애인 서비스 

ㆍ일반 문자 자료를 읽기 곤란한 분들은 대면 낭독(예약 

필요)을, 방문이 곤란한 분들께는 자료의 우송 대출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 코너 

ㆍ신관 지하 1층 엘레베이터 홀에 음식 코너가 있습니다. 

ㆍ1층 본관ㆍ신관 연락 통로에 음료수 자판기, 휴식 코너

가 있습니다. 

교통 안내 

ㆍJRㆍ시영 지하철 ‘사쿠라기쵸역’에서 도보 10분 

ㆍ케이힌 큐코 ‘히노데쵸역’에서 도보 13분 

ㆍ미나토 미라이선 ‘미나토 미라이역’에서 도보 20분 

ㆍ요코하마 시영 버스 ‘토베 1쵸메’에서 하차 도보 5분 

ㆍ요코하마 시영버스 ‘모미지자카’에서 하차 도보 7분 

도서관 이용 안내 

카나가와 현립 도서관 
 

 

본 도서관은 현민 여러분의 다양한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 

고자, 조사ㆍ연구(리서치)에 적합한 자료의 충실화에 노력하

는 동시에 사서가 여러분의 상담에 대응하는 레퍼런스(조사

ㆍ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평생 학습에 관한 정보 제공

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관일ㆍ시간 

개관 시간 

화～금 9：00～19：00 

토ㆍ일ㆍ공휴일 9：00～17：00 

휴관일 

월요일(단,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개관) 

매월 둘째 목요일(단,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날 

금요일) 

연말연시ㆍ자료 총점검 기간(4월 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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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관  

각  층  안  내 
４층 세미나 룸 

３층 

카나가와 자료／신문ㆍ잡지실 
전화 045-263-5904 
카나가와 자료(카나가와에 관한 도서나 잡지ㆍ지도ㆍ그림ㆍ행정 간행물 등)와 

국내외 신문 및 사회ㆍ인문계 잡지(대학 정기 간행물 및 외국어 잡지 포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구하고 싶으실 때는 방문해 주십시오. 

본 관   

일반 열람실 
도서 
700예술（회화ㆍ사진ㆍ공예ㆍ연극ㆍ스포츠） 

800언어（일본어ㆍ영어ㆍ각국어） 

200역사（세계사ㆍ일본사ㆍ각국사ㆍ전기） 

900문학（소설ㆍ문학사ㆍ문학론ㆍ수필） 

 

 
100철학（철학ㆍ심리학ㆍ종교） 

400 자연과학（수학ㆍ물리학ㆍ화학ㆍ의학ㆍ약

학） 

500 기술ㆍ공학（환경ㆍ건축） 

 

•전국 전호번호부（대출 불가능） 
 

２층 

２층 사무실  

１층 

 
시청각 자료실 
전화 045-263-5906 
클래식을 중심으로 한 CDㆍ레코드

ㆍ 

카셋트 테잎ㆍ비디오테잎 등의 시

청 각 자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평생 학습 서포트 코너 
전화 045-263-5920 
평생 학습(강좌ㆍ이벤트ㆍ자격ㆍ시설 

등)에 관한 자료 대출ㆍ열람이나 상담원과

의 학습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상담실 
전화 045-263-5901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소재나 정보 찾기에 

도움을 드립니다. 직원에게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ㆍ문서ㆍ FAX ㆍ E-Mail 등을 

통한 조사 상담도 접수합니다. 

 

 
일반 열람실 
도서 
300사회과학（정치ㆍ사회학ㆍ교육） 
600산업（농업ㆍ임업ㆍ수산업） 

000총기（정보ㆍ도서관학ㆍ전집） 

 

•각 분야 백서 

１층 

여성 관련 자료실１ 
카나가와 여성 센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약 77,000권의 여성 관련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연 락 통 로  

지하 

１층 

여성 관련 자료실 ２ 
이용시간: 9：00～17：00 

음식 코너 
이용시간: 9：00～17：00    

 

 

 

 

 

 

 

카나가와 현립 도서관은 2관이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사회・인문계 

도서관으로서, 현립 카와사키 도서관은 제조기술정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연계하여 각각의 특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카나가와 현립 도서관 
우220-8585 요코하마시 니시구 모미지가오카 9-2 

전화 045-263-5900 FAX 045-241-0985 

 

카나가와 현립 카와사키 도서관 

우213-0012카와사키시 타카츠구 사카토3-2-1 KSP 서쪽동 2층 

전화 044-299-7825 FAX 044-322-8878 
 

홈페이지       https://www.klnet.pref.kanagawa.jp/ 

모바일 ＨＰ    https://www.klnet.pref.kanagawa.jp/mobile/ 

 

도서관 카드 발행, 인터넷 예약 도서의 대출 및 도서 반납(모두 현립 도서관 

2관의 도서에 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15：00～21：00 

※１층에 설치된 반납함은 카나가와 현민센터 개관시간 

중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휴관일    카나가와 현민센터 시설점검일, 연말연시 

 교통안내   요코하마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5분 

우221-0835 요코하마시 카나가와구 츠루야쵸 2-24-2  

카나가와 현민센터 9층 

전화        045-312-1121(대표)  카나가와 현민센터  

 

현립 도서관 요코하마 서쪽 출구 카운터(카나가와 현민센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