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지사와시 총합시민도서관 이용방법

         등록 （도서관카드 만들기）

자료를 빌리기위해 도서관카드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카드를 만들 수 있는 분

　*후지사와시에 사시는 분

　*후지사와시내의 학교에 다니시는 분

　*후지사와시에서 일하시는 분

자료 빌리기는 무료입니다.

후지사와시 도서관은 전부로 4관 있습니다.

도서관카드는 모든 후지사와시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지사와시 도서관카드 신청서」를 쓰십시오.

이름과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재듀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면허증、학생증 등）과 함께 접수에 
보여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서관카드를 만들어서 내줍니다.

　　　대출 （자료 빌리기）

모든 후지사와시 도서관을 합쳐서  1명10권까지（책과 잡지）,ＣＤ５매、ＤＶＤ２매、                                         

2주일간 빌릴수 있습니다.

도서관카드와자료를 「대출・반환 카운터」에 가져가십시오.

빌리기위한 수속 하십시오.

도서관카드를 잊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무러보십시오

（빌릴 수 못하는 뜻）라고 써있는 빨간라벨 붙어있는 잭이나 최신 잡지는 

빌릴 수 없읍니다.



　　　반납（자료를 돌려주기）

후지사와시도서관에서 빌린자료는 어느 후지사와시 도서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대출・반납 카운터」

도서관카드는 반납할때도 빌요하니 가져오십시오.

빌렸던 자료는 직접 책장에 반납하지 마십시오.

카운터에서 반납 수속한후 꼭 「返却棚（반납 장）」에 돌려주십시오.

도서관이 폐관할때는 「返却ポスト（반납 포스트）」에 책만 돌려주십시오.

건물 밖에서 책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ＣＤ・ＤＶＤ는 깨지는 가능성 있으니 넣지마십시오.

반납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다른책을 빌리기,예약하기가 할 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책 찾기

관내에 있는 컴퓨터（ＯＰＡＣ）나 도서관 홈베이지에서는 모든 후지사와시 도서관의 책을 찾을 수 있
습니다.
관내에 있는 컴퓨터（ＯＰＡＣ）는 키보드,화면의 터치 패널 어느 쪽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를때는 카운터의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약

읽어싶은 책이 책장에 없을때는 예약할 수 있습니다.（１명６권까지）

다른 후지사와시 도서관에 있는책을 근처의 후지사와시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컴퓨터（ＯＰＡＣ）나 도서관 홈베이지통해서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기전에 패스워
드를 등록하십시오.

「리퀘스트카드」를 쓰고 카운터에서 직원에 제출하셔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셨던책이 준비가 완료돼는지 알고 싶다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등록을 했으면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엽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mail주소를 등록하시면 

 E-mail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카운토에서 직원에게 물어불 수 있습니다.

예약한책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알려주겠습니다.

가나가와현립도서관등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카피

흑백카피느 1장 10엔 입니다.

칼라 카피는 Ｂ５・Ｂ４・Ａ４는 ５０엔 입니다.Ａ３는 ８０엔 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카피기에 직접 돈을 넣어서 쓰십시오.

　　   레퍼런스

알아보고싶은것 있으시면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직원이 같이 찾겠습니다.

　　　 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으시고 도서관의 못오시는분들에게 책을 보내겠습니다.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물어보십
시오.

　　　폐관시간

월요일,목요일,토요일,일요일 오전９시～오후５시

 제1,3,5 수요일 오전９시～오후５시

화요일,금요일 오전９시～오후７시

（단 휴일 경우는오후５시까지）

제2,4 수요일이 휴일이고 개관 경우는 오전９시～오후５시

　　　 휴관

제2,4 수요일

（단 휴일 경우는 그 휴일 후 첫 평일）

특별정리기간

（４월부터７월 사이에 １０일간）　

 연말연시 （１２월２９일～１월４일）



　　　도서관에서 부탁

도서관안에서는 금연입니다.

주차장은 있지만 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다른사람에게 폐가 되는 것 

（큰 소리로 말하기,휴대폰 통화 등）하지 마십시오.

도서관의 책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책을 분실하거나 떠럽히거나 했을때는

변상을 하셔야됩니다.

　　　   문의

후지사와시총합시민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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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일본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