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시 도서관 이용안내
2016.10～
◎「이용자 카드」작성 방법
・ 이용자 카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분은 센다이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및 센다이 시내에 재학, 재직
하시는 분, 그리고 다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합니다.
－塩竃市(시오가마시), 名取市(나토리시), 多賀城市(다가조시), 岩沼市(이와누마시), 富谷市(도
미야시),亘理町(와타리쵸), 山元町(야마모토쵸), 松島町(마쓰시마마치), 七ヶ浜町(시치가하마
마치), 利府町(리후쵸), 大和町(다이와쵸), 大郷町(오사토쵸), 大衡村(오히라무라)
・ 이용신청서를 기입하고, 주소가 명기된 서류(재류카드, 건강 보험증, 공공 요금의 청구서·영수증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센다이시 및 13 지역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시내 통근 혹은 통학을 증
명하는 신분증(사원증, 학생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용자 카드」는 센다이 시립 도서관과 센다이 미디어 테크「영상 음향 라이브러리」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도서관에
신고하십시오.
※「이용자 카드」 유효기한이 3 년입니다. 카드를 갱신하실 때에는 등록 내용을 다시 증명하셔야 합
니다.
◎ 자료 대출 방법
・ 원하는 자료와 함께 도서관 이용자 카드를 대출 카운터에 제출하십시오.
・ 대출 가능 자료수는 센다이시 도서관 전관을 합해서 책과 잡지가 7 권까지, CD 와 비디오 등 시
청각 자료는 2 점까지입니다.
・ 대출 가능 기간은 2 주일입니다.
・ 연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할 때까지 전관에서 대출이 금지됩니다.
◎ 자료 반납 방법
・ 책과 잡지는 센다이 시립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분실[分室]은 제외
함).
・ 도서관 폐관 후에는 반납 포스트에 넣어 주십시오.
・ CD 와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는 미야기노, 쓰쓰지가오카, 와카바야시, 다이하쿠, 이즈미, 히로세
각

도서관과 센다이 미디어 테크 영상 음향 라이브러리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 포스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반납 시에는 이용자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료 검색
・ 도서관에 있는 이용자 단말기(관내 OPAC)와 인터넷 자료 검색(Web-OPAC)으로 센다이시 도서
관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책이 대출 중인 경우,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타도서관 소장 책과 잡지를 가까운 도서관까지 송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CD, 비디오 등 (한졍 DVD, 한정 VHS 를 제외함)은 센다이시 도서관과 센다이 미디어 테크 영
상 음향 라이브러리에서 가까운 도서관까지 송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책과 잡지가 10 권까지, 비디오, CD 등 시청각 자료는 3 점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모르는게 있으시면 직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비스
・ 패스워드를 등록하면 도서관에 있는 이용자 단말기(관내 OPAC)와 인터넷 자료 검색
(Web-OPAC)으로 자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졍 DVD, 한정 VHS 를 제외함)
・ 자신의 대출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약 상황 확인, 대출 기간 연장 등도 가능합니다.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음）
・ 메일 주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패스워드 발행은 도서관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용자 카
드와 함께, 이용자 카드 작성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도서관 창구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개관시간
・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시민 도서관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휴일 /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시민 도서관, 와카바야시 도서관, 히로세
도서관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 휴관일
・ 월요일(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함)
・ 휴일의 다음날(그 날이 일요일 혹은 휴일이라면 개관하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함)
・ 4 째 목요일(12 월과 휴일에 해당되는 날을 제외함)
・ 연말연시(12 월 28 일-1 월 4 일)
・ 특별 정리 기간
(자세하게는 도서관 카렌다로 확인하십시오)
◎ 복사 서비스
・ 도서관 책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대출 서비스
・ 센다이 시내에서 활동하는 5 명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센다이 시내 도서관 전관을 합해서 30
권까지 1 개월간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송 대출 서비스
・ 장애 등의 이유로 내관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면 낭독 서비스
・ 시각 장애자 분들을 대상으로 낭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센다이 시립 도서관 소재지
・ 센다이 시민(仙台市民) 도서관
〒980-0821 센다이시 아오바쿠 가스가쵸(仙台市青葉区春日町) 2-1
℡022-261-1585

Fax022-213-3524

・ 히로세 (広瀬) 도서관
〒989-3125

센다이시 아오바쿠 시모아야시 아자 간논도 (仙台市青葉区下愛子字観音堂) 5

℡022-392-8421

Fax022-392-8410

・ 미야기노 (宮城野) 도서관
〒983-0842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고린 (仙台市宮城野区五輪) 2-12-70
℡022-256-7361
・

Fax022-256-7363

쓰쓰지가오카(榴岡) 도서관
〒983-0852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쓰쓰지가오카 (仙台市宮城野区榴岡) 4-1-8
℡022-295-0880

Fax022-295-0891

・ 와카바야시 (若林) 도서관
〒984-0827

센다이시 와카바야시쿠 미나미코이즈미 (仙台市若林区南小泉) 1-1-1

℡022-282-1175

Fax022-282-1176

・ 다이하쿠 (太白) 도서관
〒982-0011 센다이시 다이하쿠쿠 나가마치 (仙台市太白区長町)5-3-2
℡022-304-2742

Fax022-304-2526

・ 이즈미 (泉) 도서관(어린이 도서실)
〒981-3133 센다이시 이즈미쿠 이즈미츄우오우 (仙台市泉区中央)1-8-6
℡022-375-6161

Fax022-375-6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