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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시면 도립 도서관에서 열람하고 싶은 자료의 
예약(사전 보관)이나 신착 정보 배포 서비스 등을 
인터넷 상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https://www.library.metro.tokyo.jp/
　　　 guide/registrants_service/

등록 이용자 서비스

Twitter Facebook

니 시코쿠 분지 역 동쪽니 시코쿠 분지 역 동쪽

일본예술고등학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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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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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 아래를 
지난다

편의점

이즈미초 교차로

●서고에 있는 신문, 잡지는 장서 검색 컴퓨터로 ‘청구표’를 
인쇄하거나 ‘자료청구표’에 기입한 후 ‘자료 관내 대출/반납 
카운터’에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 관내 대출/반납 카운터’

이즈미플라자마에

                컴퓨터는 열람석, 카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열람실에서 FREE Wi-Fi & TOKYO (무료 무선 LAN)과
후렛트 · 스폿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만큼 버스 만요 느티 나무 루트 “니시코쿠분지 역 동쪽” 하차, 도보 4 분
게이오 버스 /지(寺) 85계통 “이즈미플라자 앞” 하차, 도보 5분

복사 접수는 폐관 시각 30분 전까지입니다.
* 요금 및 복사 대상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관내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큰 짐은 사물함에 넣어주십시오.

팩시밀리, 이메일로 질문을 접수합니다
(팩시밀리로 질문할 경우, 등록 필요).

https://www.library.metro.tokyo.jp/

URL https://www.library.metro.tokyo.jp/
         search/service/reference/



(유료 대관 시설)

않은 잡지와 신간 동화책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디지털
간판디지털 간판

다마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를 실시합니다.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2칸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부대 설비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종합안내 또는
전화: 042-359-4021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책과  학습을 돕는  
자료  약 21,500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 도서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와 어린이의 
독서에 관한 자료가 약 8,500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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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그림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입실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료 
관내 대출/반납 카운터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약 1만 3천 권의 그림책과 이야기책, 지식의 책, 
외국어의 아동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읽어주기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그림책방’도 있습니다. 
서고에는 메이지·다이쇼 시기의 귀중한 자료도 
많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은 
아동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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