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쇼★피카』 
고베시립 도서관의 어린이용 

도서관 소식지입니다. 

매달 한번씩 발행하고 있 

습니다.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의 소개등이 실려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홈페이지 
행사안내나 새로 들어온 책, 

검색에 도움이 되는 검색 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선생님들을  대상 

으로 한 전용페이지도 있습니다. 

 
 

 

 

 こうべ としょかん こども 
   

이야기모임 등 
그림책이나 이야기, 그림연극 등을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 학 

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따라 실시하는 요일이나 

시간이 다릅니다. 

어서오세요. 도서관입니다! 

 

■책을 빌리려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합니다. 

대출서신청서에 이름,출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학교・학년・반을 적으십시오.（카드를 만들려 

면 본인이 도서관으로 오셔야합니다.） 

고베시 또는, 아카시시 등 가까운 도시에 살고 

있거나, 고베시내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드는 고베시내의 도서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 

록,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빌리고 싶은 책을 발견했을때・・・ 

책과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카운터로 오십 

시오 . 

책은 10 권까지, 2 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책 전시 
계절과 관련된 그림 

책등 테마를 정해서 

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따라 

전시내용이 다릅니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어요 

모두의 약속 

★책을 소중히 합니다. 

★기일 내에 책을 반납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Ｋ－ｌｉｂ넷 
 

책을 예약하거나, 반납할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도서관 

카운터에서 가족분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어린이의 독서주간 
행사 

이야기모임이나 책전시등 

각 도서관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합니다. 

어린이와 독서에 관한 

강연회등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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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반납할 때는…… 

고베시내의 모든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카드는 필요없습니다. 

책만 가지고 카운터로 오십시오. 

도서관이 닫혀있을 때는, 반환 포스트에  

넣어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찾을 때는…… 

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로 검색하거나 

자택의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베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십시오. 

읽고 싶은 책을 찾지 못했을 때나, 검색하는 

방법을 모를 때에는,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 

보십시오. 

■예약을 하려면…… 

읽고 싶은 책이 대출중인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핑크색의 예약 카드에 적어 카운터에 제출하 

십시오. 

책이 준비되는 대로, 연락해 드립니다. 

도서관의 검색용 컴퓨터나 자택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K-lib 넷」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베시립 도서관 
 
■中央図書館（중앙 도서관） 
〒650-0017 주오구 구스노기초 7-2-1   

Tel:371-3351 fax:371-5046   
■東灘図書館（히가시나다 도서관） 
〒658-0052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히가시마치2-3-40 

Tel:858-8773 fax:858-8776   
■灘図書館（나다 도서관） 
〒657-0027 나다구 나가테초 4-2-1   

Tel:854-5560 fax:851-4041   
■三宮図書館（산노미야 도서관） 
〒651-0096 주오구 쿠모이도리 5-1-2  

Tel:251-5015 fax:251-5614   
■兵庫図書館（효고 도서관） 
〒652-0897 효고구 에키미나미도리 5-1-1 

 Tel:682-9501 fax:682-9502   
■北図書館（기타 도서관） 
〒651-1114 기타구 스즈란다이니시마치1-22-1  

Tel:592-7573 fax:595-1297   
■北神図書館（호쿠신 도서관） 
〒651-1302 기타구 후지와라다이나카마치1-2-2  

Tel:981-8210 fax:981-8220   
■新長田図書館（신나가타 도서관） 
〒653-0835 나가타구 호소다초 7-1-27  

Tel:691-1600 fax:691-2181   
■須磨図書館（스마 도서관） 
〒654-0035  스마구 나카지마초 1-2-3  

Tel:735-7444 fax:735-4313 
■名谷図書館（묘다니 도서관） 
〒654-0154  스마구 나카오치아이 2-2-4  

Tel:742-6560 faxl:742-6561   
■垂水図書館（다루미 도서관） 
〒655-0893  다루미구 휴가 1-5-1 

Tel:709-7712 fax:709-7713   
■西図書館（니시 도서관） 
〒651-2273  니시구 고지다이 5-6-1  

Tel:991-8311 fax:992-2583   
도서관의 개관 시간이나 휴관일은 도서관에 따라 

다릅니다. 

각 도서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어서오세요. 

도서관입니다! 
 
 

읽고 싶을 때 

알아보고 싶을 때 

그 밖에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오십시오 

 

 

 

 

 

 

 

 

고베시립 도서관 이용 안내 
（어린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