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카야마시립도서관에서는 책이나 잡지・신문 외에도 그림연극, 비디오・CD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갖추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해 주십시오. 

＊도서관 이용은 무료입니다. 

 

1/ 처음에 자료(책・시청각 자료 등)를 빌릴 때에는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시내에 있는 학교나 회사에  

 다니시는 학생 및 직장인이면 누구나 빌릴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나 보험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2/ 이용자 카드 

＊이용자 카드는 주오・사이와이초・사이다이지료카공원・우라야스종합공원・이시마・다케베초・

미쓰・세토초・나다사키・이동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카드는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럽히거나 굽히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용자 카드를 분실했을 때 또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바로 도서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자료 대출 방 

＊빌리고 싶은 자료와 이용자 카드를 가지고 오십시오. 

책・카세트 테이프 등 

＊2 주일을 기한으로 (이동도서관은 다음 순회하는 날까지) 읽을 수 있는 권수를 빌릴 수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1 회에 한해서 대출 기간을 2 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책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CD 등 시청각 자료 
＊CD 는 5 점까지, 비디오 테이프와 DVD・레이저디스크는 합쳐서 5 점까지 각각 2 주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와이초 3 층 시청각 코너에는 CD・비디오 테이프 외에 DVD 등이 있습니다. 

 

 ※반납이 지연되면 대출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십시오. 

 ※도서관 자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자료를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변상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4/ 자료 반납방법 

＊자료를 반납할 때는 이용자 카드는 필요없습니다. 

＊빌린 자료는 오카야마시립도서관이면 어디에서든지 반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쉬는 날은 반납용 포스트에 넣어 주십시오.   

 

 



 

 

 5/ 예약 서비스 

＊읽고 싶은 도서가 없을 때는 예약을 해 주십시오. 

 ・반납되면 곧바로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들여와서 

 ・구입해서 

 연락드립니다. 

＊도서에 관해서 모르는 것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부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6/ 독서 안내・조사 

 ＊도서에 관해서 모르는 것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부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7/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 

   http://www.ocl.city.okayama.jp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장서검색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등록하시면 인터넷으로 도서예약이나 자신의 대출・예약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도서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8/ 복사하고 싶을 때는 

＊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저작권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시마도서관・ 

 아시모리도서관은 제외) 

 

 9/ 시각 또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께는 

＊녹음도서나 큰 활자로 된 도서의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도서를 무료로 우편으로 대출하거나 대면낭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배본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 행사・모임 

＊그림책을 읽어 주는 시간 또는 이야기나 그림연극의 시간, 인형극이나 영화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기타 서비스 

＊이동도서관에 의한 순회서비스 

＊공민관 도서코너에서의 책 대출 

 

 12/ 소재지 전화 팩스 휴관일 개관시간  

（추오도서관） 

＊소재지：〒700-0843 오카야마시 기타쿠 후쓰카이치마치 56 

＊전화：(086)223-3373 

＊팩스：(086)223-0093 

＊휴관일：월요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목요일 오전 11 시～오후 7 시 

（사이와이초도서관） 

＊소재지：〒700-0903 오카야마시 기타쿠 사이와이초 10-16 

＊전화：(086)234-5188 

＊팩스：(086)234-5189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오후 8 시/토・일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우라야스종합공원도서관） 

＊소재지：〒702-8024 오카야마시 미나미쿠 우라야스미나미마치 493- 

＊전화：(086)265-6141 

＊팩스：(086)265-6141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 

(아시모리도서관） 

＊소재지：〒700-0016 오카야마시 기타쿠 이시마초 2 초메 9-38 

＊전화：(086)253-0822 

＊휴관일：수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일요일은 오후 5 시까지 

(이시마도서관） 

＊소재지：〒701-1463 오카야마시 기타쿠 아시모리 718 

＊전화：(086)295-1942 

＊팩스：(086)295-1942 

＊휴관일：월요일, 수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 

 (다케베초도서관） 

＊소재지：〒709-3111 오카야마시 기타쿠 다케베초후쿠와타리 830-1 

＊전화：(086)722-4555 

＊팩스：(086)722-4550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 

 (미쓰도서관） 

＊소재지：〒709-2121 오카야마시 기타쿠 미쓰우가키 1629 

＊전화：(086)724-1712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 

 (세토초도서관） 

＊소재지：〒709-0856 오카야마시 히가시쿠 세토초시모 188-2 

＊전화：(086)952-4531 

＊팩스：(086)952-4531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 

 (나다사키도서관） 

＊소재지：〒709-1215 오카야마시 미나미쿠 나다사키초카타오카 186 

＊전화：(086)362-5277 

＊팩스：(086)362-1609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9 시～오후 5 시 

(사이다이지료카공원） 

＊소재지：〒704-8117 오카야마시 히가시구사이다이지 남 1-2-3 

＊전화：(086)943-2298 

＊팩스：(086)943-2298 

＊휴관일：월요일,  둘째 일요일, 공휴일 

＊개관시간：오전 10 시～오후 6 시 

 

※공휴일이 상기의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도 휴관일이 됩니다. 

 그 외의 휴관일  연말연시 12 월 28 일부터 1 월 4 일까지     * 관내 정리기간 



 

 

 

 

 
추오도서관 

〒700-0843 

오카야마시 기타쿠 후쓰카이치마치 56 

TEL (086)223-3373 

FAX (086)223-0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