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오타구립 도서관 안내 
 

■■ 개관 시간 ■■ 

오전 9 시～오후 7 시（1 월 4 일은 전관 오전 10 시에 개관） 

이리아라이・카마타에키마에 도서관은 오전 9 시～오후 8 시 

이케가미도서관은 오전 9 시～오후 9 시 

■■ 휴관일 ■■ 

● 휴관일이 매월 둘째 목요일인 도서관（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휴관） 

오오타・오오모리히가시・이리아라이・이케가미・센조쿠이케・하마타케・

타마가와・카마타 도서관 

● 휴관일이 매월 셋째 목요일인 도서관（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휴관） 

오오모리미나미・오오모리니시・마고메・쿠가하라・하네다・로쿠고・

시모마루코・카마타에키마에 도서관 

● 연말연시（12 월 29 일～1 월 3 일） 

● 특별정리기간 

■■ 이용자 등록 ■■ 

● 오오타구 거주자, 오오타구내에 재직・재학중이시면 누구나 이용자 등록 

후 자료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오오타구립 도서관「공통 대출카드」（2 년간 유효）를 발행해 드립니다. 

● 이용자 등록・갱신 수속에는 이용자 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만 15 세 이하의 이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 등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대출・반납 ■■ 

● 전관 합계 도서 자료（서적）12 점, 시청각 자료（CD・DVD 등）6 점까지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2 주간입니다. 



 

2021.3【각 도서관의 연락처・소재지 등】  

● 매월 둘째 목요일에 휴관하는 도서관 

오오타 도서관 

전화번호 03-3758-3051 

FAX 번호 03-3758-3625 

 

센조쿠이케 도서관 

전화번호 03-3726-0401 

FAX 번호 03-3726-3268 

주소: 덴엔초후미나미 25-1 

교통편 

도큐 타마가와센 누마베역, 도보 6 분 

 

주소: 미나미센조쿠 2-2-10 

교통편 

이케가미센 센조쿠이케역, 도보 3 분 

 

오오모리히가시 도서관 

전화번호 03-3763-9681 

FAX 번호 03-3298-6021 

 

하마타케 도서관 

전화번호 03-3741-1185 

FAX 번호 03-3741-6220 

주소 오오모리히가시 1-31-3-104 

교통편 

게이큐센 헤이와지마역, 도보 8 분 

 

주소 니시코우지야 3-32-7 

교통편 

게이큐구코센 오오도리이역 서구, 도보 4 분 

 

이리아라이 도서관 

전화번호 03-3763-3633 

FAX 번호 03-3763-3781 

 

타마가와 도서관 

전화번호 03-3756-1251 

FAX 번호 03-3756-1745 

주소 오오모리기타 1-10-14, 4 층 

교통편 

JR 오오모리역 동구, 도보 3 분 

 

주소 타마가와 2-24-63 

교통편 

도큐다마가와센 야구치노와타시역, 도보 12 분 

 

이케가미 도서관 

전화번호 03-3752-3341 

FAX 번호 03-3752-9749 

 

카마타 도서관 

전화번호 03-3738-2459 

FAX 번호 03-3736-9782 

주소 이케가미 6-3-10 

교통편 

이케가미센 이케가미역 직결 에토모이케가미 

4 층 

 

주소 히가시가마타 1-19-22 

교통편 

게이큐센 우메야시키역, 도보 5 분 



 

  

● 매월 셋째 목요일에 휴관하는 도서관 

오오모리미나미 도서관 

전화번호 03-3744-8411 

FAX 번호 03-3744-8421 

 

하네다 도서관 

전화번호 03-3745-3221 

FAX 번호 03-3745-3229 

주소 오오모리미나미 1-17-7 

교통편 카마타역 동구에서 모리가사키행 

버스 환승 후 마에노우라 정류장 하차 

 

주소 하네다 1-11-1 

교통편 게이큐구코센 오오도리이역 

하네다 공항쪽 출구, 도보 4 분 

 

오오모리니시 도서관 

전화번호 03-3763-1191 

FAX 번호 03-3298-6022 

 

로쿠고 도서관 

전화번호 03-3732-4445 

FAX 번호 03-3736-2854 

주소 오오모리니시 5-2-13 

교통편 

게이큐센 오오모리마치역, 도보 8 분 

 

주소 미나미로쿠고 3-10-3 

교통편 

게이큐센 로쿠고도테역, 도보 10 분 

 

마고메 도서관 

전화번호 03-3775-5401 

FAX 번호 03-3775-5841 

 

시모마루코 도서관 

전화번호 03-3759-2454 

FAX 번호 03-3759-2604 

주소 나카마고메 2-26-10 

교통편 

도에이아사쿠사센 마고메역, 도보 3 분 

 

주소 시모마루코 2-18-11 

교통편 

도큐다마가와센 무사시닛타역, 도보 6 분 

 

쿠가하라 도서관 

전화번호 03-3753-3343 

FAX 번호 03-3753-5642 

 

카마타에키마에 도서관 

전화번호 03-3736-0131 

FAX 번호 03-3736-1094 

주소 쿠가하라 2-28-4 

교통편 

이케가미센 쿠가하라역, 도보 15 분 

 

주소 카마타 5-13-26-301 

교통편 JR, 도큐다마가와센, 이케가미센 

카마타역, 도보 3 분 

  



 

■■ 예약 서비스 ■■ 

● 대출을 원하시는 자료가 대출중인 경우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관 합계 도서 

자료（서적）12 점, 시청각 자료（CD・DVD 등）6 점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구내 소장 외 자료는 도립 도서관에서 차용하는 등, 가능한 한도에서 도와드립니다. 

■■ 인터넷 검색 서비스 ■■ 

● 오오타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장자료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일본어로만 검색 

가능） https://www.lib.city.ota.tokyo.jp/  

● 예약 및 이용상황 확인 등을 위해서는 도서관 창구에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 

● 영유아로부터 중고생까지 대상으로 한 서적, 그림책, 그림연극자료 (가미시바이, 

紙芝居) 등의 자료의 대출,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읽어주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관에 만 12 세 이하의 어린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아동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등 성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레퍼런스 서비스 ■■ 

●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사 서비스 ■■ 

● 오오타구립 도서관 소장 자료를 저작권 관련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흑백 복사 … 전관에 복사기 설치.  A3・A4・B4 사이즈 1 매 10 엔 

● 칼라 복사 … 오오모리니시・마고메・센조쿠이케・하네다・시모마루코・타마가와・

카마타에키마에 도서관에 설치.  A4・B4 사이즈는 1 매 50 엔, A3 사이즈는 1 매 80 엔 

■■ 집회실・다목적실 ■■ 

● 집회실은 마고메 도서관에 있습니다.  사회교육단체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목적실은 오오모리미나미・오오모리니시・쿠가하라・센조쿠이케・하네다・로쿠고・

시모마루코 ・ 타마가와 ・ 카마타 도서관에 있습니다.  공익목적의 행사를 위해, 

공익단체가 실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낭독회 등 도서관 사업 관련 행사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유사시설: 오오타 분카노모리 정보관 
오오타구립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대출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둘째 목요일은 휴관합니다. 

전화번호 03-3772-0740  FAX 번호 03-3772-0741 

주소 추오 2-10-1  교통편: 버스 정류장 「오오타 분카노모리」 하차, 도보 1 분 

 

덴엔초후 세세라기관 도서 서비스 코너 
예약하신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매월 둘째 목요일은 휴관합니다. 

전화번호 03-3722-5192  FAX 번호 03-5755-5295 

주소 덴엔초후 1-53-12  교통편: 도큐다마가와센 다마가와역 개찰구 통과후 바로 왼쪽 

 

https://www.lib.city.ota.toky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