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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案内

区民利用施設
中央図書館プラネタリウム
電話・FAX：03-3429-0780
所在地：弦巻 3-16-8
観覧日：土・日曜（第 3 日曜を除く）､ 祝日、休日、
学校の春・夏・冬休み期間（第 3 日曜、12 月 28
日～ 1 月 4 日は除く）、都民の日（10 月 1 日）
時間：（1）午前 11 時～（2） 午後 1：30 ～（3） 
午後 3：30 ～
※ （1）はちびっこタイム（幼児から小学校低学年

向け）、（2）（3）は一般向け投影

池之上青少年交流センター「いけせい」
電話：03-3413-9504
FAX：03-3419-0889
所在地：代沢 2-37-18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10 時
休館日：第 2 月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日。8 月
は開館）、12 月 29 日～ 1 月 3 日

野毛青少年交流センター「のげ青」
電話：03-3702-4587
FAX：03-6809-8739
所在地：野毛 2-15-19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9 時
休館日：月曜（祝日の場合と 7 月、8 月は開館）、
12 月 29 日～ 1 月 3 日

希望丘青少年交流センター「アップス」
電話：03-6304-6915
FAX：03-6304-6916
所在地：船橋 6-25-1-3F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10 時
休館日：第 3 火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日）、12
月 29 日～ 1 月 3 日

男女共同参画センター「らぷらす」
電話：03-6450-8510
FAX：03-6450-8511
所在地：太子堂 1-12-40　グレート王寿ビル 3 ～ 5
階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10 時
休館日：第 3 月曜（祝日・休日の場合はその翌日）、
12 月 28 日～ 1 月 4 日、特別整理期間

ひだまり友遊会館
電話：03-3419-2341
FAX：03-3413-9444
所在地：若林 4-37-8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10 時
休館日：第 2 日曜、12 月 28 日～ 1 月 4 日

せたがやがやがや館（健康増進・交流施設）
電話：03-6450-7908
FAX：03-3410-6940
所在地：池尻 2-3-11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10 時
休館日：第 3 日曜、12 月 28 日～ 1 月 4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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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도서관 플라네타륨

전화 /FAX：03-3429-0780

소재지：츠루마키 3-16-8

관람일：토요일  일요일 ( 셋째 일요일은 제외 ) 

공휴일  학교의 봄 여름 겨울 방학기간 (셋째 일요일,  

12월 28일~1월 4일는 제외) 도민의 날(10월 1일)

시간：(1)오전11:00~  (2)오후1:30~  (3)오후3:30~

※(1)어린이 타임(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용)　

　(2) (3) 은 일반 대상 투영

이케노우에 청소년 교류 센터 「이케세이」

전화：03-3413-9504

FAX：03-3419-0889

소재지：다이자와 2-37-18

개관 시간：오전 9:00~ 오후 10:00

휴관일：둘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8 월은 개관 ),  12 월 29 일 ~1 월 3 일

노게 청소년교류센터 「노게세이」

전화：03-3702-4587

FAX：03-6809-8739

소재지：노게 2-15-19

개관 시간：오전 9:00~ 오후 9:00

휴관일：월요일(공휴일인 경우과 7월ㆍ8월은 개관),  

12월 29일~1월 3일

키보가오카 청소년교류센터 「업스」

전화 : 03-6304-6915

FAX: 03-6304-6916

소재지 : 후나바시 6-25-1-3F

개관 시간 : 오전 9:00~ 오후 10:00

휴관일: 셋째 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12

월 29 일 ~1 월 3 일

남녀공동참획센터 「라플라스」

전화：03-6450-8510

FAX：03-6450-8511

소재지：타이시도 1-12-40

그레이트 오주 빌딩 3~5 층

개관 시간：오전 9:00~ 오후 10:00

휴관일：셋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2 월 28 일 ~1 월 4 일 , 특별정리기간

히다마리 유유 회관

전화：03-3419-2341

FAX：03-3413-9444

소재지：와카바야시 4-37-8

개관시간： 오전 9:00~ 오후 10:00

휴관일：둘째 일요일 , 12 월 28 일 ~1 월 4 일

세타가야 가야가야관 (건강증진ㆍ교류시설)

전화：03-6450-7908

FAX：03-3410-6940

소재지：이케지리 2-3-11

개관시간： 오전 9:00~ 오후 10:00

휴관일：셋째 일요일 12 월 28 일 ~1 월 4 일

구민 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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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案内

区立図書館の案内や利用方法について詳しく説明した利用案内を配っています。
言語：英語
場所：各区立図書館の窓口

インターネットや OPAC（利用者用検索機）を使って本や CD を予約する方法を詳しく解説したちらしを配っ
ています。
言語：英語
場所：各区立図書館の窓口

利用案内
区立図書館
 ・ 本、CD、カセットテープの貸出
 貸出数
 本：全館合計 15 冊まで CD、カセットテープ：全館合計 6 点まで

※ カセットテープは中央図書館のみ受付
 ・ 貸出期間
 ２週間まで（他の方の予約がない資料は１回に限り２週間延長可）。共通利用カードが必要です。初めて

借りる方は住所・氏名を確認できるもの（在留カード、学生証、運転免許証など）をお持ちください。

さまざまなサービス
 ・ 予約サービス
 探している本が図書館でみつからない場合は予約することができます。他館から取り寄せる、新しく購入

するなどして、できるだけご希望におこたえします。
 ・ 調べものの相談
 資料相談、調べもののお手伝いをします。
 ・ コピー
 図書館資料は備え付けの複写機でコピーできます。（有料）
 ただし、著作権法の範囲内でのご利用となります。
 ・障害などにより図書館の利用に不自由のある世田谷区民の方へ ｢対面朗読｣ ｢録音図書の貸出｣ ｢自宅配本｣

を行っています。※対面朗読は日本語資料のみ
 ・ 団体貸出
 地域のグループ、団体にまとめて本を貸します。
※ コピー以外は無料です。

区立図書館
名称 電話／ FAX 所在地

中央図書館 03-3429-1811 ／ 03-3429-7436 弦巻 3-16-8
開館時間：火～日曜　午前 10 時～午後 7 時
　　　　　月曜、祝・休日、1/4、12/28　午前 10 時～午後 5 時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最終木曜日）、年末年始、特別整理期間

図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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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구립 도서관 안내 및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용 안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언어：영어

장소：각 구립 도서관의 창구

인터넷이나 OPAC ( 이용자 용 검색기 ) 를 사용하여 책이나 CD 를 예약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

언어：영어

장소：구립도서관의 창구

이용 안내

구립도서관
 ・ 책 , CD, 카세트 테이프 대출

대출 귄수 

책：전관 총 15 권까지

CD 카세트 테이프：전관에서 총 6 점까지

※ 카세트 테이프는 중앙 도서관에서만 접수가능

 ・ 대출 기간

2 주까지 ( 다른 분의 예약이 없는 자료는 1 회에 한해 2 주일 연장 가능 ). 공통이용카드가 필요합

니다 . 처음으로 빌릴 때에는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있는 것 ( 재류카드 , 학생증 , 운전면허증 

등 ) 을 지참하십시오 .

다양한 서비스
 ・ 예약 서비스

찾아보는 책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는 예약을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새로 

구입하는 등 , 가능한 한 희망에 따릅니다 .

 ・ 알아보기에 대한 상담

자료상담 , 알아보기 도움을 해드립니다 .

 ・ 복사

도서관자료는 비치된 복사기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 ( 유료 )

단 ,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 장애 등으로 인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세타가야 구민분에게 「대면낭독」 「녹음한 

도서의 대출」 「자택에 배본」를 합니다 . ※대면 낭독은 일본어 자료만

 ・ 단체 대출

지역의  구룹이나 단체에게 책을 한데 모아서 빌려드립니다 .

※ 복사하기 이외는 무료입니다 .

구립 도서관

명칭 전화 /FAX 소재지

중앙 도서관 03-3429-1811/03-3429-7436 츠루마키 3-16-8

개관 시간：화 ~ 일요일　오전 10:00~ 오후 7:00

　　　　　  월요일 , 공휴일 , 1/4, 12/28　오전 10:00~ 오후 5:00

휴관일：관내 정리일 ( 원칙적으로 매월 마지막 목요일 ), 연말 연시 , 특별 정리 기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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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称 電話／ FAX 所在地
奥沢図書館 03-3720-2096 ／ 03-3748-5183 奥沢 3-47-8
玉川台図書館 03-3709-4164 ／ 03-3709-6186 玉川台 1-6-15
深沢図書館 03-3705-4341 ／ 03-3705-1396 深沢 4-33-11
桜丘図書館 03-3439-0741 ／ 03-3439-2923 桜丘 5-14-1
上北沢図書館 03-3290-3411 ／ 03-3290-9891 上北沢 3-8-9
粕谷図書館 03-3305-1661 ／ 03-3305-1664 粕谷 4-13-6
鎌田図書館 03-3709-6311 ／ 03-3709-6344 鎌田 3-35-1

開館時間：火～日曜　午前 9 時～午後 7 時
　　　　　祝・休日、1/4、12/28　午前 9 時～午後 5 時
休館日：月曜（祝・休日が重なる場合は翌日）、館内整理日、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名称 電話／ FAX 所在地
世田谷図書館 03-3419-1911 ／ 03-3413-7075 若林 4-22-13
烏山図書館 03-3326-3521 ／ 03-3326-9241 南烏山 6-2-19

開館時間：火～土曜　午前 9 時～午後 9 時
　　　　　日・月曜、祝・休日　午前 9 時～午後 8 時
　　　　　1/4、12/28 　午前 9 時～午後 5 時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第 2 木曜）、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名称 電話／ FAX 所在地
砧図書館 03-3482-2271 ／ 03-3482-4603 祖師谷 3-10-4
代田図書館 03-3469-5638 ／ 03-3467-8084 代田 6-34-13

開館時間：火～日曜　午前 9 時～午後 7 時
　　　　　月曜、祝・休日、1/4、12/28　午前 9 時～午後 5 時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第 2 木曜）、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名称 電話／ FAX 所在地
尾山台図書館 03-3703-2581 ／ 03-3703-2624 等々力 2-17-14

開館時間：火～日曜　午前 9 時～午後 7 時
　　　　　月曜、祝・休日、1/4、12/28　午前 9 時～午後 5 時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第 3 木曜）、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名称 電話／ FAX 所在地
梅丘図書館 03-3323-8261 ／ 03-3328-9417 代田 4-38-10
経堂図書館 03-5451-0071 ／ 03-5450-1088 宮坂 3-1-30

開館時間：火～土曜　午前 9 時～午後 9 時
　　　　　日・月曜、祝・休日　午前 9 時～午後 8 時
　　　　　１/4、12/28　午前 9 時～午後 5 時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第 3 木曜）、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名称 電話／ FAX 所在地
下馬図書館 03-3418-6531 ／ 03-3424-0076 下馬 2-32-1

開館時間：午前 9 時 ~ 午後 7 時（１/4、12/28 は午後 5 時で閉館）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第 2 木曜）、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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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전화 /FAX 소재지

오쿠사와 도서관 03-3720-2096/03-3748-5183 오쿠사와 3-47-8

타마가와다이 도서관 03-3709-4164/03-3709-6186 타마가와다이 1-6-15

후카사와 도서관 03-3705-4341/03-3705-1396 후카사와 4-33-11

사쿠라가오카 도서관 03-3439-0741/03-3439-2923 사쿠라가오카 5-14-1

카미키타자와 도서관 03-3290-3411/03-3290-9891 카미키타자와 3-8-9

가스야 도서관 03-3305-1661/03-3305-1664 가스야 4-13-6

카마타 도서관 03-3709-6311/03-3709-6344 카마타 3-35-1

개관 시간：화 ~ 일요일　오전 9:00~ 오후 7:00

　　　　　  축ㆍ휴일 , 1/4, 12/28　오전 9:00~ 오후 5:00

휴관일：월요일 (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날 ), 관내 정리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명칭 전화 /FAX 소재지

세타가야 도서관 03-3419-1911/03-3413-7075 와카바야시 4-22-13

카라스야마 도서관 03-3326-3521/03-3326-9241 미나미카라스야마 6-2-19

개관 시간：화 ~ 토요일　오전 9:00~ 오후 9:00

　　　　　  일ㆍ월요일 , 축ㆍ휴일　오후 9:00~ 오후 8:00

　　　　　  1/4, 12/28 오전 9:00~ 오후 5:00

휴관일：관내 정리일 (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목요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명칭 전화 /FAX 소재지

키누타 도서관 03-3482-2271/03-3482-4603 소시가야 3-10-4

다이타 도서관 03-3469-5638/03-3467-8084 다이타 6-34-13

개관 시간：화 ~ 일요일　오전 9:00~ 오후 7:00

　　　　　  월요일 , 축ㆍ휴일 , 1/4, 12/28　오전 9:00~ 오후 5:00

휴관일：관내 정리일 (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목요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명칭 전화 /FAX 소재지

오야마다이 도서관 03-3703-2581/03-3703-2624 토도로키 2-17-14

개관 시간：화 ~ 일요일　오전 9:00~ 오후 7:00

　　　　　  월요일 , 축ㆍ휴일 , 1/4, 12/28　오전 9:00~ 오후 5:00

휴관일：관내 정리일 ( 원칙적으로 매월 셋째 목요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명칭 전화 /FAX 소재지

우메가오카 도서관 03-3323-8261/03-3328-9417 다이타 4-38-10

쿄도 도서관 03-5451-0071/03-5450-1088 미야사카 3-1-30

개관 시간：화 ~ 토요일　오전 9:00~ 오후 9:00

　　　　　  일ㆍ월요일 , 축ㆍ휴일　오전 9:00~ 오후 8:00

　　　　　  1/4, 12/28　오전 9:00~ 오후 5:00

휴관일：관내 정리일 ( 원칙적으로 매월 셋째 목요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명칭 전화 /FAX 소재지

시모우마 도서관 03-3418-6531/03-3424-0076 시오무마 2-32-1

개관 시간 : 오전 9:00~ 오후 7:00 (1/4, 12/28 은 오후 5:00 폐관 )

휴관일：관내 정리일 (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목요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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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案内

地域図書室
共通利用カードが利用でき、貸出数や貸出期間も区立図書館と同じです。

名称 電話／ FAX 所在地
池尻図書室 03-3413-3396 ／ 03-6453-4043 池尻 3-27-21
希望丘図書室 03-3484-4261 ／ 03-5787-7088 船橋 7-8-4
野毛図書室 03-5706-2755 ／ 03-6809-8015 野毛 2-15-19
松沢図書室 03-3323-8055 ／ 03-3323-6760 赤堤 5-31-5
喜多見図書室 03-3417-1313 ／ 03-3415-2357 喜多見 5-11-10

開館時間：火～日曜、祝・休日　午前 9 時～午後 5 時
休館日：月曜（祝・休日が重なる場合は翌日）、館内整理日、特別整理期間、年末年始

図書館カウンター
図書館資料などの予約や返却、予約資料の貸出などを行います。
共通利用カードが利用でき、貸出数や貸出期間も区立図書館と同じです。
※書架や閲覧スペースはありません。

名称 電話／ FAX 所在地

図書館カウンター二子玉川 03-6805-6181 ／ 03-6805-6182
玉川 1-14-1　二子玉川ライズ S.C. 
テラスマーケット 2 階

図書館カウンター三軒茶屋 03-6453-1861 ／ 03-6453-1862
太子堂 4-3-1　
STK ハイツ 1 階

図書館カウンター下北沢 03-6407-0967 ／ 03-6407-0968
北沢 2-6-4　
ミカン下北 E-102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9 時（1/4、12/28 は午後 5 時で閉館）
休館日：館内整理日（原則毎月第 3 木曜）、年末年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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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실

공통 이용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출 수 및 대출 기간도 구립 도서관과 같습니다 .

명칭 전화 /FAX 소재지

이케지리 도서실 03-3413-3396/03-6453-4043 이케지리 3-27-21

키보가오카 도서실 03-3484-4261/03-5787-7088 후나바시 7-8-4

노게 도서실 03-5706-2755/03-6809-8015 노게 2-15-19

마츠자와 도서실 03-3323-8055/03-3323-6760 아카츠츠미 5-31-5

키타미 도서실 03-3417-1313/03-3415-2357 키타미 5-11-10

개관 시간：화 ~ 일요일 , 축ㆍ휴일 오전 9:00~ 오후 5:00　

휴관일：월요일 ( 축ㆍ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날 ), 관내 정리일 , 특별 정리 기간 , 연말 연시

도서관 카운터

도서관 자료 등의 예약 및 반납 , 예약 자료 대출 등을 실시합니다 .

공통 이용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출 수 및 대출 기간도 구립 도서관과 같습니다 .

※서가 및 열람 공간은 없습니다 .

명칭 TEL/FAX 소재지

도서관 카운터 후타코타마가와 03-6805-6181/03-6805-6182

타마가와 1-14-1 후타고타마가와 라이즈 

S.C.

테라스 마켓 2 층

도서관 카운터 산겐쟈야 03-6453-1861/03-6453-1862
타이시도 4-3-1

STK 하이츠 1 층

도서관 카운터 시모키타자와 03-6407-0967/03-6407-0968
키타자와 2-6-4

미칸 시모키타 E-102

개관 시간：9:00~21:00(1/4, 12/28 은 오후 5:00 에 폐관 )

휴관일：관내 정리일 , ( 원칙적으로 매월 셋째 목요일 ), 연말 연시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문의해 주십시오 .160

施設案内

世田谷美術館
電話：03-3415-6011
FAX：03-3415-6413
所在地：砧公園 1-2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6 時（展覧会入場は
午後 5：30 まで）
休館日：月曜（祝・休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
末年始（12 月 29 日～ 1 月 3 日）

世田谷美術館分館	
向井潤吉アトリエ館
電話：03-5450-9581
FAX：03-5450-9583
所在地：弦巻 2-5-1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6 時（入館は午後 5：30
まで）
休館日：月曜（祝・休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
末年始（12 月 29 日～ 1 月 3 日）、展示替期間

世田谷美術館分館	
清川泰次記念ギャラリー
電話：03-3416-1202
FAX：03-3416-0209
所在地：成城 2-22-17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6 時（入館は午後 5：30
まで）
休館日：月曜（祝・休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
末年始（12 月 29 日～ 1 月 3 日）、展示替期間

世田谷美術館分館	
宮本三郎記念美術館
電話：03-5483-3836
FAX：03-3722-5181
所在地：奥沢 5-38-13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6 時（入館は午後 5：30
まで）
休館日：月曜（祝・休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
末年始（12 月 29 日～ 1 月 3 日）、展示替期間

世田谷文学館
電話：03-5374-9111
FAX：03-5374-9120
所在地：南烏山 1-10-10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6 時（展覧会入場は午後
5：30 まで）
休館日：月曜（祝・休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
末年始（12 月 29 日～ 1 月 3 日）

五島美術館
電話：03-3703-0661（テープ案内）
　　　050-5541-8600（ハローダイヤル）
所在地：上野毛 3-9-25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5 時（入館は午後 4：30
まで）
休館日：月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末年
始、夏期整備期間、展示替期間等

長谷川町子美術館
電話：03-3701-8766
所在地：桜新町 1-30-6
開館時間：午前 10 時～午後 5：30（入館は午後４：
30まで）
休館日：月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日）、年末年始、
展示替期間

美術館・資料館ほ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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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가야 미술관

전화：03-3415-6011  

FAX：03-3415-6413 

소재지：키누타코우엔 1-2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6:00 ( 전람회 입

장은 오후 5:30 까지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12 월 29 일 ~1 월 3 일 )

세타가야 미술관 분관  
무카이 쥰키치 아틀리에관

전화：03-5450-9581  

FAX：03-5450-9583 

소재지：츠루마키 2-5-1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6:00 ( 입관은 오

후 5:30 까지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전시교체기간

세타가야 미술관 분관  
키요카와 타이지 기념 갤러리

전화：03-3416-1202  

FAX：03-3416-0209 

소재지：세이죠 2-22-17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6:00 ( 입관은 오

후 5:30 까지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

날) 연말 연시(12월 29일~1월 3일), 전시교체기간

세타가야 미술관 분관  
미야모토 사부로 기념 미술관

전화：03-5483-3836  

FAX：03-3722-5181 

소재지：오쿠사와 5-38-13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6:00 ( 입관은 오

후 5:30 까지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전시교체기간

세타가야 문학관

전화：03-5374-9111  

FAX：03-5374-9120 

소재지：미나미카라스야마 1-10-10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6:00 ( 전람회 입

장은 오후 5:30 까지 )

휴관일：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 

연말연시 (12 월 29 일 ~1 월 3 일 )

고토 미술관

전화：03-3703-0661( 음성 안내 )

           050-5541-8600( 헬로 다이얼 )

소재지：카미노게 3-9-25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5:00 ( 입관은 오

후 4:30 까지 )

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 

연말 연시 하기정비기간 전시교체기간 등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

전화：03-3701-8766 

소재지：사쿠라신마치 1-30-6

개관시간：오전 10:00~ 오후 5:30 ( 입관은 오

후 4:30 까지 )

휴관일：월요일 (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연말연시  전시교체기간

미술관・자료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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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大夫堀公園民家園
電話・FAX：03-3417-8492
所在地：喜多見 5-27-14
開園時間：午前 9：30 ～午後 4：30
休園日：月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末年
始（1 月 1 日は開園午前 10 時～午後 3：30）

岡本公園民家園
電話・FAX：03-3709-6959
所在地：岡本 2-19-1
開園時間：午前 9：30 ～午後 4：30
休園日：月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平日）、年末年
始（1 月 1 日は開園午前 10 時～午後 3：30）

郷土資料館
電話：03-3429-4237
FAX：03-3429-4925
所在地：世田谷 1-29-18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5 時（入館は午後 4：30 まで）
休館日：月曜（祝日のときは翌日も休館）、祝日､
年末年始
※改修工事に伴い令和 4 年 4 月 1 日～令和 5 年 3

月 31 日まで休館

平和資料館
電話：03-3414-1530
FAX：03-3414-1532
所在地：池尻 1-5-27　世田谷公園内
開館時間：午前 9 時～午後 5 時（入館は午後4：45
まで）休館日：火曜（祝日の場合はその翌日）、年
末年始（12 月 29 日～ 1 月 3 日）

世田谷文化生活情報センター
電話：03-5432-1500
FAX：03-5432-1559
所在地：太子堂 4-1-1 キャロットタワー内
■️生活工房
電話：03-5432-1543
■️世田谷パブリックシアター（主劇場）・シアター
トラム（小劇場）
電話：03-5432-1526
■️音楽事業部
電話：03-5432-1535
■️国際事業部　
電話：03-543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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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유보리 공원 민가원

전화 /FAX：03-3417-8492 

소재지：키타미 5-27-14

개원시간：오전 9:30~ 오후 4:30

휴원일：월요일 (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연말연시 (1 월 1 일은 개원 오전 10:00~ 오후

3:30)

오카모토 공원 민가원

전화 /FAX：03-3709-6959 

소재지：오카모토 2-19-1

개원시간：오전 9:30~ 오후 4:30

휴원일：월요일 (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연말연시 (1 월 1 일은 개원 오전 10:00~ 오전

3:30)

향토자료관

전화：03-3429-4237  

FAX：03-3429-4925 

소재지：세타가야 1-29-18

개관시간：오전 9:00~ 오후 5:00 ( 입관은 오

후 4:30 까지 )

휴관일：월요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

음 화요일도 휴관 )  공휴일  연말연시

※보수 공사로 인해  2022 년 4 월 1 일 ~2023

년 3 월 31 일까지 휴관

평화자료관

전화：03-3414-1530

FAX：03-3414-1532

소재지 : 이케지리 1-5-27 세타가야 공원 내

개관 시간：오전 9:00~ 오후 5:00( 입관은 오

후 4:45 까지 )

휴관일：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 연말 연시 (12 월 29 일 ~1 월 3 일 )

세타가야 문화생활정보센터

전화：03-5432-1500  

FAX：03-5432-1559

소재지：타이시도 4-1-1  캐럿타워 내

■️생활 공방

전화 : 03-5432-1543

■️세타가야 퍼블릭 시어터 ( 주극장 ) ㆍ시어터 

트램 ( 소극장 )

전화：03-5432-1526

■️음악사업부

전화：03-5432-1535

■️국제사업부

전화：03-543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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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内のスポーツ施設
総合運動場、総合運動場温水プールおよび千歳温水プールでは、施設の案内や利用方法を説明した案内を配っ
ています。
言語：英語

テニスコート・野球場ほか
（1）総合運動場
電話：03-3417-4276
FAX：03-3417-1734
所在地：大蔵 4-6-1
■️ テニスコート　　　　■️野球場
■️ 陸上競技場　　　　　■️体育館
■️ 第 1 武道場（畳）　　  ■️第 2 武道場（床）
■️ 弓道場　　　　　　　■️エアーライフル場
■️ 洋弓場　　　　　　　 ※所持許可証が必要
■️ 会議室兼軽運動室　　■️体育室
■️ トレーニングルーム　■️温水プール

（2）大蔵第二運動場
電話：03-3416-1212
FAX：03-3416-1777
所在地：大蔵 4-7-1
■️ テニスコート　　　　■️体育館
■️ トレーニングルーム　■️ゴルフ練習場
■️ 宿泊室　　　　　　　■️集会室

（3）二子玉川緑地運動場
電話：03-3709-3104
FAX：03-3708-8982
所在地：鎌田 1-3-5
■️ 野球場　　　　　　　■️少年野球場
■️ サッカー場　　　　　■️少年サッカー場
■️ サイクリングコース　■️球技場

（4）リコー砧総合運動場
電話：03-3417-2829
FAX：03-3417-2813
所在地：宇奈根 1-5-1
■️テニスコート

（5）J ＆ Sフィールド
電話：070-1319-2810
所在地：給田 1-1-1（管理事務所）
■️野球場（サッカー利用含む）

（6）世田谷公園
電話：03-3412-0432
所在地：池尻 1-5-27
■️ テニスコート　　　　■️軟式野球場
■️ 洋弓場　　　　　　　■️スケートボード場

（7）羽根木公園
電話：03-3322-0415
所在地：代田 4-38-52
■️ テニスコート　　　　■️軟式野球場

（8）玉川野毛町公園
電話：03-3704-4928
所在地：野毛 1-25-1
■️ テニスコート　　　　■️軟式野球場

（9）多摩川緑地広場
電話：03-3701-1679
所在地：玉堤 1-5-1
■️ テニスコート　　　　■️野球場
■️ 少年野球場　　　　　■️サッカー場

（10）こどものひろば公園
電話：03-3412-0432
所在地：下馬 2-31-4
■️ 少年野球場

体育館・体育室
（1）総合運動場体育館
電話：03-3417-4276
FAX：03-3417-1734
所在地：大蔵 4-6-1

（2）大蔵第二運動場体育館
電話：03-3416-1212
FAX：03-3416-1777
所在地：大蔵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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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 종합운동장 온수 수영장 및 치토세 온수 수영장은 시설 안내와 이용 방법을 설명한 안

내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

언어：영어

테니스 코트・야구장 외

(1) 종합운동장
전화：03-3417-4276

FAX：03-3417-1734

소재지：오오쿠라 4-6-1

■️ 테니스 코트　　　　　■️야구장

■️ 육상 경기장　　　　　■️체육관 

■️ 제 1 무도장 (다다미 )  ■️제 2 무도장 (바닥 ) 

■️ 궁도장　　　　　　　 ■️에어 라이플장

■️ 양궁장　　　　　　　　※소지 허가증이 필요

■️ 회의실 겸 가벼운 운동실   ■️체육실

■️ 트레이닝 룸　　　　　■️온수 수영장

(2) 오오쿠라 제 2 운동장
전화：03-3416-1212

FAX：03-3416-1777

소재지：오오쿠라 4-7-1

■️ 테니스 코트               ■️체육관 

■️ 트레이닝룸                ■️골프 연습장

■️ 숙박실                      ■️집회실

(3) 후타코타마가와 녹지운동장
전화：03-3709-3104

FAX：03-3708-8982

소재지：카마타 1-3-5

■️ 야구장                      ■️소년 야구장

■️ 축구장                      ■️소년 축구장

■️ 사이클링 코스            ■️구기장

(4) 리코 기누타 종합 운동장
전화：03-3417-2829

FAX：03-3417-2813

주소：우나네 1-5-1

■️ 테니스 코트

(5) J ＆ S 필드
전화：070-1319-2810

주소：타베타 1-1-1（관리 사무실）

■️ 야구장 （축구 이용 포함）

(6) 세타가야 공원
전화：03-3412-0432

소재지：이케지리 1-5-27

■️ 테니스 코트                   ■️연식 야구장

■️ 양궁장                          ■️스케이트보드장

(7) 하네기 공원
전화：03-3322-0415

소재지：다이타 4-38-52

■️ 테니스 코트                   ■️연식 야구장

(8) 타마가와노게마치 공원
전화：03-3704-4928

소재지：노게 1-25-1

■️ 테니스 코트                   ■️연식 야구장

(9) 타마가와 녹지 광장
전화：03-3701-1679

소재지：타마즈츠미 1-5-1

■️ 테니스 코트                   ■️야구장

■️ 소년 야구장                   ■️축구장

(10) 어린이 광장 공원
전화：03-3412-0432

소재지：시모우마 2-31-4

■️ 소년 야구장

체육관 체육실

(1) 종합 운동장 체육관
전화：03-3417-4276
FAX：03-3417-1734
주소：오오쿠라 4-6-1

(2) 오오쿠라 제 2 운동장 체육관
전화：03-3416-1212
FAX：03-3416-1777
주소：오오쿠라 4-7-1

구내의 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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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希望丘地域体育館
電話・FAX：03-6304-6750
所在地：船橋 6-25-1

（4）尾山台地域体育館
電話・FAX：03-3705-3344
所在地：尾山台 3-19-3

（5）北烏山地区体育室
電話・FAX：03-5384-6664
所在地：北烏山 8-1-6 先

（6）千歳温水プール体育室
電話：03-3789-3911　FAX：03-3789-3912
所在地：船橋 7-9-1

（7）八幡山小学校地域体育館
電話・FAX：03-3302-0800
所在地：八幡山 1-14-1

（8）池尻小学校第２体育館
電話・FAX：03-3419-4402
所在地：池尻 2-4-10

（9）弦巻中学校トレーニングルーム
電話・FAX：03-3420-8832
時間：午後 5：30 ～ 8：30
所在地：弦巻 1-42-22

区立プール
屋外プール（夏季のみ）
（1）大蔵第二運動場プール
電話：03-3416-1212　FAX：03-3416-1777
所在地：大蔵 4-7-1
営業日：7 月から 8 月　詳細はお問い合わせくだ
さい。
※ 児童（小学校 3 年生以下）2 人に大人 1 人の付

き添いが必要。
※ 幼児（未就学児）1 人に大人 1 人の付き添いが必

要。

（2）世田谷公園プール
電話：03-3411-6519
所在地：池尻 1-5-27
営業日：7 月 1 日～ 9 月 10 日

（3）玉川野毛町公園プール
電話：03-3702-4996
所在地：野毛 1-25-1
営業日：7 月 1 日～ 9 月 10 日

屋内プール
（1）総合運動場温水プール
電話：03-3417-0017　FAX：03-3417-0013
所在地：大蔵 4-6-1

（2）千歳温水プール
電話：03-3789-3911　FAX：03-3789-3912
所在地：船橋 7-9-1

（3）太子堂中学校温水プール
電話・FAX：03-3413-9311
所在地：太子堂 3-27-17

（4）玉川中学校温水プール
電話・FAX：03-3701-5667
所在地：中町 4-21-1

（5）烏山中学校温水プール
電話・FAX：03-3300-6703
所在地：南烏山 4-26-1

（6）梅丘中学校温水プール
電話・FAX：03-3322-6617
所在地：松原 6-5-11

※ 屋内プールはいずれも水泳帽着用。
※ （1）～（6）の施設はいずれも児童（小学校 3

年生以下）2 人に大人 1 人の付き添いが必要。
※ 午後 6 時以降の児童（小学校 4 年～ 6 年生）の

みの利用は、大人の付き添いまたは送迎が必要。

サイクリングコース
駒沢オリンピック公園サイクリングコース	
（駒沢オリンピック公園サイクリングセンター）
電話：080-589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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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보가오카 지역 체육관
전화 /FAX：03-6304-6750

소재지：후나바시 6-25-1

(4) 오야마다이 지역 체육관
전화 /FAX：03-3705-3344

소재지：오야마다이 3-19-3

(5) 키타카라스야마 지구 체육실
전화 /FAX：03-5384-6664

소재지：키타카라스야마 8-1-6 앞

(6) 치토세 온수 수영장 체육실
전화：03-3789-3911

FAX：03-3789-3912

소재지：후나바시 7-9-1

(7) 하치만야마 초등학교 지역 체육관
전화 /FAX：03-3302-0800

소재지：하치만야마 1-14-1

(8) 이케지리 초등학교 제 2 체육관
전화 /FAX：03-3419-4402

소재지：이케지리 2-4-10

(9) 츠루마키 중학교 트레이닝 룸
전화 /FAX：03-3420-8832

시간：17:30~20:30

소재지：츠루마키 1-42-22

구립 수영장

옥외 수영장 ( 여름철만 운영 )
(1) 오오쿠라 제 2 운동장 수영장
전화：03-3416-1212　FAX：03-3416-1777

소재지：오오쿠라 4-7-1

영업일：7 월 ~ 8 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

※ 아동(초등학교 3학년 이하) 2명에 성인 1명의 보

호자가 필요 .

※ 유아(미취학 아동) 1명에 성인 1명의 보호자가 필요.

(2) 세타가야 공원 수영장
전화：03-3411-6519

소재지：이케지리 1-5-27

영업일：7 월 1 일 ~ 9 월 10 일

(3) 타마가와노게마치 공원 수영장
전화：03-3702-4996

소재지：노게 1-25-1

영업일：7 월 1 일 ~ 9 월 10 일

옥내 수영장
(1) 종합운동장 온수 수영장
전화：03-3417-0017

FAX：03-3417-0013

소재지：오오쿠라 4-6-1

(2) 치토세 온수 수영장
전화：03-3789-3911

FAX：03-3789-3912

소재지：후나바시 7-9-1

(3) 타이시도 중학교 온수 수영장
전화 /FAX：03-3413-9311

소재지：타이시도 3-27-17

(4) 타마가와 중학교 온수 수영장
전화 /FAX：03-3701-5667

소재지：나카마치 4-21-1

(5) 카라스야마 중학교 온수 수영장
전화 /FAX：03-3300-6703

소재지：미나미카라스야마 4-26-1

(6) 우메가오카 중학교 온수 수영장
전화 /FAX：03-3322-6617

소재지：마츠바라 6-5-11

※ 수영장예서는 누구나 다 수영모를 착용 . 

※ (1)~(6)의 시설은 모두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2 명에 성인 1 명의 보호자가 필요 .

※오후 6 시 이후에 어린이 ( 초등학교 4~6 학

년 ) 만 이용할 때 는 성인의 보호 또는 송영

이 필요 .

사이클링 코스

코마자와 올림픽공원 사이클링 코스
( 코마자와 올림픽공원 사이클링센터 )
전화：080-589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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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園
都立砧公園
電話：03-3700-0414
所在地：砧公園 1-1

都立駒沢オリンピック公園
電話：03-3421-6431
所在地：駒沢公園 1-1

世田谷公園
電話：03-3412-0432
所在地：池尻 1-5-27

羽根木公園
電話：03-3322-0415
所在地：代田 4-38-52

馬事公苑（JRA）
電話：03-3429-5101
所在地：上用賀 2-1-1
※工事のため休苑中。

兵庫島公園
電話：03-3704-4972
所在地：玉川 3-2-1

二子玉川公園
電話：03-3700-2735
所在地：玉川 1-16-1

蘆花恒春園
電話：03-3302-5016
所在地：粕谷 1-20-1
開園時間：午前 9 時～午後 4：30
※ 蘆花記念館は午後 4 時まで、公園は常時入園で

きます。

玉川野毛町公園
電話：03-3704-4928
所在地：野毛 1-25-1

協定保養施設
世田谷区民が一般料金より安価で利用できる民間
等の施設を案内しています。区民健康村・ふるさと・
交流推進課、総合支所くみん窓口、出張所、まち
づくりセンターにご案内のパンフレット（日本語
表記）があります。
利用条件：原則 1 室 2 人以上で、世田谷区に住民
登録をしていること（1 人で利用できる施設もあ
ります）。令和 4 年 4 月現在 30 か所あります。詳
しくはパンフレットをご覧ください。
問い合わせ：せたがやコール
電話：03-5432-3333　FAX：03-5432-3100
担当：区民健康村・ふるさと・交流推進課

区民健康村
世田谷区民健康村のある川場村は、群馬県の北部
に位置し、豊かな自然とのどかな田園風景の残る
村です。
区民健康村づくりとは、｢都会で望めなくなった豊
かな自然の恵みに触れながら、地元の方々と相互
に協力して都市と山村の交流を深めていくことを
目的としたふるさと｣ づくりです。

■	宿泊施設
	 ふじやまビレジ、なかのビレジ
予約方法：
1. 世田谷区内に住民登録、在勤、在学されている方：

6 か月前の 1 日から受付
2. 代表者および半数が上記 1 で構成されるグルー

プ：6 か月前の 1 日から受付
3. 上記 1、2 以外の方またはグループ：1 か月前

の 1 日から受付
※ 申請開始日から前日まで、電話またはインター

ネットにてお申し込みください（上記 3 の方は
電話のみの受付）。

※ 12 月 29 日から 1 月 3 日の宿泊は往復はがきに
よる申し込み（抽選）となります。

申し込み先：
世田谷区民健康村予約センター
受付時間：午前 8 時～午後 6 時
電話：0278-52-3311　FAX：0278-52-3313
所在地：群馬県利根郡川場村谷地 1320
https://www.furusatokousha.co.jp/

レクリエーション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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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도립 키누타 공원
전화：03-3700-0414 

소재지：키누타 공원 1-1

도립 코마자와 올림픽공원
전화：03-3421-6431 

소재지：코마자와공원 1-1

세타가야 공원
전화：03-3412-0432 

소재지：이케지리 1-5-27

하네기 공원
전화：03-3322-0415 

소재지：다이타 4-38-52

바지공원 (JRA)
전화：03-3429-5101 

소재지：카미요가 2-1-1

※공사로 인해 휴원 중 .

효고지마 공원
전화：03-3704-4972

소재지：타마가와 3-2-1

후타코타마가와 공원
전화：03-3700-2735

소재지：타마가와 1-16-1

로카코슌엔
전화：03-3302-5016

소재지：카스야 1-20-1

개원시간：9:00~16:30

※ 로카기념관의 입관은 16:00까지며 공원은 언제나 출

입할 수 있습니다 .

타마가와노게마치 공원
전화：03-3704-4928 

소재지：노게 1-25-1

협정 보양시설

세타가야 구민이 일반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민간 등의 시설을 안내하고 있습니

다 . 구민건강촌 ・고향 ・교류증진과 , 종합지소 

구민창구 , 출장소 , 마을만들기센터에 안내 팸

플렛 ( 일본어 표기 ) 이 있습니다 .

이용조건：

원칙적으로 1 실 2 인 이상으로 세타가야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 2022 년 4 월 현재 30 군데

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팜플렛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문의：세타가야 콜

전화：03-5432-3333　FAX：03-5432-3100

담당：구민건강촌 ・고향 ・교류증진과

구민건강촌

세타가야 구민건강촌이 있는 카와바무라는 군

마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 풍성한 자연과 

한가로운 전원풍경이 남아 있는 마을입니다 .

구민건강촌만들기란 「도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풍요

로운 자연의 혜택을 접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력

하여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를 돈독히 다지는 것을 목적

으로 한 고향」만들기 입니다 .

■️ 숙박시설
 후지야마빌리지 , 나카노빌리지
예약방법：

1. 세타가야구 내에 주민등록, 재직, 재학 중인 분：6

개월 전의 1 일부터 접수 

2. 대표자 및 인원의 반수가 상기 1로 구성되어 있는 그

룹：6 개월전의 1 일부터 접수 

3. 상기 1, 2 외의 분 또는 그룹：

 1 개월 전의 1 일부터 접수 

※ 신청 개시일부터 전날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

청해 주십시오(상기 3의 분은 전화로만 접수). 

※ 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의 숙박은 왕복엽서

에 의한 신청 ( 추첨 ) 을 실시합니다 .

신청처：

세타가야구 구민건강촌 예약센터

접수 시간：오전 8:00~ 오후 6:00 

전화：0278-52-3311  

FAX：0278-52-3313 

소재지：군마현 토네군 카와바무라 야치 1320 

https://www.furusatokousha.co.jp/

레크리에이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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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案内

｢けやきネット｣ は、区民の方々が学習活動やスポーツ活動などに世田谷区内の集会・公園・スポーツ・
学校開放施設などをご活用いただくためのシステムです。ご利用にあたっては、事前に登録が必要です。

登録要件：
構成員の総数が 5 人以上（テニスグループは 2 ～ 4 人）いること。
構成員の半数以上（テニスグループは 2 人以上）が世田谷区内に在住、在勤または在学していること。

登録方法：
インターネットでの申請、または申請書を窓口へ直接提出することで登録でき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での申請
　下記「けやきネットホームページ」ＵＲＬを参照
・申請書の提出場所
　地域行政課
　総合支所地域振興課
　総合運動場体育館管理事務所
※代表者の氏名・住所・生年月日が確認できる資料が必要になります。

登録料・更新料：
けやきネットの登録有効期限は２年間です。新規登録料として２年間で 1,500 円をご負担いただきます。登
録から２年後も引き続きけやきネットを利用する場合は、更新手続きが必要です。更新料は２年間で 1,000
円です。

利用方法：
けやき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て、施設の予約・取り消し、予約の照会、空き情報の照会、施設情報の照会
などができます。

対象施設：けやきネットホームページなど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

けやきネットホームページ（利用時間午前 7 時～午後 12 時）：　　　　
https://setagaya.keyakinet.net/Web/

「けやきネット｣ 詳細についてのご案内
 ・ 世田谷区ホームページ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10/003/index.html       
 ・ けやきネットサービスセンター
 （午前 9 時～午後 10 時、年中無休）
 電話：03-5430-0172
 ・ 『けやきネットガイドブック』
 （上記 ｢申請書の提出場所｣ にて配布）

※ ｢けやきネット｣ はすべて日本語での対応となります。

公共施設利用案内システム「けやきネ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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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케야키넷」은 구민 여러분께서 학습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하실 때 세타가야구 내의 집회ㆍ공원ㆍ스포츠ㆍ학교개

방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요건： 

구성원의 총인원이 5 명 이상 ( 테니스 그룹은 2~4 명 ) 일 것 . 

구성원의 반수 이상 (테니스 그룹은 2명 이상)이 세타가야구 내에 거주 또는 근무, 재학하고 있을 것.

등록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청 또는 신청서를 창구에 직접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신청

 아래 「케야키넷 홈페이지」 URL 을 참조

 ・ 신청서 제출 장소

 지역행정과

 종합지소 지역진흥과

 종합운동장 체육관 관리사무소

※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등록료ㆍ갱신료 :

케야키넷의 등록 유효 기한은 2년입니다. 신규 등록료로 2년 동안 1,500엔을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한 후 2년이 지

나도 계속해서 케야키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갱신료는 2년에 1,000엔입니다.

이용 방법 :

케야키넷 홈페이지에서 시설 예약ㆍ취소, 예약 조회, 이용 가능 여부 조회, 시설 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케야키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케야키넷 홈페이지 ( 이용 시간 오전 7:00~ 오후 12:00):
https://setagaya.keyakinet.net/Web/

「케야키넷」 의 자세한 내용 안내
 ・ 세타가야구 홈페이지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10/003/index.html

 ・ 케야키넷 서비스센터

  ( 오전 9:00~ 오후 10:00  연중 무휴 )

전화：03-5430-0172 

 ・ 『케야키넷 가이드북』 

 ( 상기「신청서 제출 장소」에서 배부 )

※ 「케야키넷」는 모두 일본어로만 대응합니다 .

공공시설 이용안내 시스템「 케야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