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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グル語版

처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께
・도서관 내에서의 도서와 잡지의 열람, 조사, 시청각자료의 시청,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서관 자료(도서나 잡지 등)를 대출하시는 분은 카운터에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등록 가능한 분
이케다시 거주자, 재직, 재학중인 분
※호쿠세츠지구 7 개 시 3 정(토요나카시, 스이타시, 타카츠키시, 이바라키시, 미노오시, 세츠시,
시마모토쵸, 토요노쵸, 노세쵸)에 거주하시는 분
※가와니시시에 거주하시는 분
※표시의 거주자는 이용조건이 다릅니다. p.7 의 ‘광역이용 서비스’를 참조해 주십시오.

・ 도서관 카드의 유효기간은 3 년입니다.(3 년마다 갱신수속 필요)
・등록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할 때는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주소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주소가 기재된 학생증 등 공적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료 대출
・자료는 합계 8 점(이 중 CD 는 2 점, DVD 는 1 점)까지 2 주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１

・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반납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연체 중인 자료가 없으며
예약을 한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신청일로부터 2 주일)
・ 대출 기간 연장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Web 서비스의 이용등록을 하면 홈페이지나 각 관의
이용자용 검색기에서 본인이 직접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p.4 ‘Web 서비스’ 참고)
・이케다시 이외의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료 반납
・ 도서관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출한 자료만 카운터에 반납해 주십시오. 시내의 모든
도서관시설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개관시간 이외에는 반납함에 넣어 주십시오.
・CD 와 DVD(부록 포함), 또한 이케다시 이외의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는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납함에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개관시간에 카운터로 반납해 주십시오.
・ 반납 기간을 지켜 주십시오. 반납이 늦어지면 전화나 우편, 메일 등으로 독촉 연락을 합니다.
연체자료가 있으면 다른 대출 중인 자료의 재대출, 기간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２

・반납기한일이 21 일 이상 연체되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분실했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말해 주십시오.

자료 예약
・대출 중인 자료는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내의 각 도서관 소장 자료는 희망 장소로 전송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카드에 기재하여 카운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1 인 20 점(그 중 CD 는 2 점, DVD 는 1 점)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Web 서비스 이용등록을 하면 홈페이지나 관내에 설치된 소장도서 검색기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4 ‘Web 서비스’ 참고)
・미소장 자료는 구입검토, 또는 이케다시 이외의 도서관에서의 대차 등도 가능하오니 카운터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 예약한 자료가 준비되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예약자료의 보관기간은 1 주일(휴관일
제외)입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도 수취하러 오시지 않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수취 장소에 따라서는 도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３

Web

서비스

・인터넷이나 각 도서관에 있는 이용자용 검색기에서 자료의 예약, 대출상황, 예약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료의 기간 연장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카운터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에 도서관 카드와 건강보험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이하 및 광역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Web 서비스로도 ‘내 책장’과 ‘신착 자료안내 배포 서비스’ 등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메인 ≫ 다양한 서비스 ≫ Web
서비스 안내)

상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관내에서는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제한) 인쇄는 허용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유료)
▪도서관 카드 또는 본인확인,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학생증 등 공적 신분증)을 제시한 후 카운터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아사히 신문 전자판Ⅱ ∕ 닛케이 텔레콘 21 ∕ 관보정보 검색 서비스
포퓰러 넷 ∕ 재팬널리지 Lib
４

이동도서관 사쓰키호
도서관에서 먼 지역에는 이동도서관 ‘사쓰키호’가 순회하며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합니다. 시내 각
구역을 2 주 주기로 순회합니다.
・순회 구역, 일정은 ‘홍보 이케다’,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본관
072-751-2508 로)

장애가 있는 이용자 여러분께
・ 도서관에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일반 활자를 읽을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음성번역자료(디지털
음성도서, 녹음테이프 등), 점자자료, 확대사본, 촉각 그림책, LL 북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 장애자 지원자료 중 음성번역자료 및 촉각 그림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용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케다시 거주자이며 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시각장애 1 급~6 급) 받으신 분은
우편대출(무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에는

시각장애인 전용실이 있습니다. 전용실에서는 음성 컴퓨터와 디지털 음성도서 청취를

위한 플렉스 토크(시각 장애인용 자료 재생기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운용을 위한 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５

또, 플렉스 토크의

・ 지체장애, 내부기능장애로 인해 시내 각 도서관시설 및 이동도서관까지 오실 수 없는 분께는
택배로 도서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신체장애자 수첩 교부 (지체 부자유 또는 내부기능 장애 1~3 급)을 받은 분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독거 또는동거 가족이 본인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내관할
수 없는 분.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ㆍ장애인 서비스 담당(072-751-250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대출
시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문고, 낭독 봉사활동 그룹,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출(최대 800 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비디오・DVD 등)시청・컴퓨터 이용
・시청각 부스 5 석, 인터넷 개방 단말기 4 대, 무선 LAN 의 이용이 가능한 반입 컴퓨터석이 5 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 시청]
・비디오나 DVD 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６

[인터넷 개방 단말]
도서관 카드, 또는 본인확인, 주소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운전면허증, 주소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주소가 기재된 학생증 등의 공적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신 후, 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용은 1 인 1 회 1 시간, 이용 대기자가 없으면 1 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홈페이지 열람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용 필터링 소프트를
도입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도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메일,
게임, USB 메모리 등의 사용, 인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반입석]
노트북이나 타블렛 PC 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이케다시내 거주자・재직・재학 (18 세 이상)・
광역서비스 이용자에 한합니다. 도서관 카드, 또는 본인확인, 주소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운전면허증,
주소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주소가 기재된 학생증 등 공적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신 후, 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용은 1 인당 1 회 2 시간, 이용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 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역이용 서비스
호쿠세츠지구 7 개시 3 정 광역이용 서비스
호쿠세츠지구 (토요나카시, 스이타시, 타카츠키시, 이바라키시, 미노오시, 시마모토쵸, 토요노쵸,
노세쵸)에 거주하시는 분과 각 시, 정의 도서관에서 도서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７

이케다시・가와니시시 상호이용 서비스
이케다시 및 가와니시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각 시의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앞서 각 시, 정의 도서관에서 이용등록이 필요합니다. 주소 및 본인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운전면허증, 주소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주소가 기재된 학생증 등)를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이용하시는 도서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케다 시립도서관의 광역이용 서비스
１）이용 가능한 도서관
본관, 이시바시 플라자, 이동도서관
２）대출 가능한 자료
도서, 잡지의 지난 호, 종이 연극(대출 불가 자료 제외)
※시청각 자료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예약・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３）대출 개수 및 기간
5 점까지, 2 주일
・미예약자료이며 연체 중인 자료가 없을 때에 한하여 1 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취득하시면 자택의 PC, 스마트폰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４）관내 이용
・비디오와 DVD 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좌석의 이용
８

각 관 안내：본관

각 관 안내：이시바시 플라자(분관)
〒563-0032
오사카부

이케다시

이시바시 2-1-1
(전화)

한큐 이케다역에서 직결
※주차장은 없습니다
※전용 주차장 있음. (한큐

072-760-2383

이시바시 역에서 도보 3 분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케다 주륜센터)

〒563-0048
오사카부 이케다시 쿠레하쵸１－１
（선시티 이케다 3 층）
（전화） 072-751-2508
【개관시간】
평일・토요일 １０：００－２０：００
일・공휴일
１０：００－１８：００
【휴관일】
셋째 주 수요일、
12 월 28 일～1 월４일、장서점검기간

【개관시간】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 휴관일 】 첫 번째 수요일, 연말연시,
소장도서 점검 기간
□이시바시 플라자 한정 인접 이용 서비스
・ 이시바시 플라자 한정으로 이케다시 이외의
지역 중 아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도서관
카드의 발급,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나다.
※본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노시）세가와 1~5 초메
（도요나카시）이시바시 아사다초,
마치가네야마초, 세소후 1~2 초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