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이 on 도서관 이용안내 

 

미라이 on 도서관은 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오무라시립도서관 일체형도서관입니다. 

 

1. 개관시간 및 휴관일 

 개관시간   화〜금 오전 10 시〜오후 8 시/토∙일∙공휴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휴관일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에서 작성한 캘린더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의 경우 익일)/연말연시 12 월 28 일〜1 월 5 일 

장서 정리일(매달 말일. 단, 토∙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 개관일) 

특별정리 기간(매년 1 회 10 일 이내) 

 

2. 이용카드 

 자료 대출 및  서비스 이용 시 이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등록∙갱신 시점부터 3 년간 유효합니다. 

 이용카드는 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향토과∙오무라시내 분관과 공통됩니다. 

 이용카드는 본인 외 이용 불가합니다. 

 이용카드 분실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1 층 

또는 3 층 카운터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출 

대출 자료 대출 권수 대출 기간 

책∙잡지 50 권 22 일 

※3 층 일반자료 개가 열람실에 있는 시청각 자료 대출은 2 점까지입니다. 

※자동대출기를 사용하면 카운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권수는 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향토과와 오무라시내 분관에서 대출한 것도 

포함됩니다. 

 최신호 잡지, 참고 조사용 또는 자료 보존에 필요한 일부 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반납 기간 30 일 경과 후에도 자료가 반납되지 않는 경우 대출이 중지됩니다. 

 분실∙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재대출】 

대출 자료를 기간 내 반납한 경우,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을 경우 재대출 가능합니다. 

기간은 22 일입니다. 

※연체 반납 시 당일 재대출이 불가합니다. 

※재대출을 희망할 경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4. 반납 

 일반서는 3 층 접수처, 아동서는 1 층 어린이실 카운터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 외에는 1 층 메인 입구 옆 반납 포스트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자료, CD 가 포함된 자료 및 타 도서관에 신청하여 대여한 자료는 직접 카운터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향토과∙오무라시내 분관에서도 반납 가능합니다. 

 

5. 예약∙신청 

 대출 중인 자료와 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향토과∙오무라시내 분관의 자료는 예약할 수 

있습니다(1 인당 20 점까지). 

 예약한 자료가 준비되면 아래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로 안내드립니다. 연락 수령 후 

휴관일을 제외한 10 일 이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전화: 【발신전용】050-5357-9765(자동음성전화) 

메일: info@miraionlibrary.jp   SMS: 070-4091-7894 

※예약 자료는 예약자 본인에 한해 수령 가능합니다. 

※관내 자료검색기(OPAC)∙미라이 on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비밀번호 

등록 필요).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입 및 타 도서관에 신청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1 층 혹은 3 층 카운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방침 등으로 인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복사 

미라이 on 도서관 소장 자료는 1 인당 1 부, 저작권법 및 해당 도서관 규정 범위 내에서 복사 

가능합니다. 

자료 복사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3 층 조사 상담 카운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1 장) 

흑백 10 엔 컬러 50 엔 

  

7. 인터넷 열람 

정보검색용 컴퓨터와 태블릿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층 또는 3 층 

카운터에 있는 이용 신청서 기입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1 회 30 분까지 입니다. ※인쇄는 불가합니다. 

 

8.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신문 및 잡지 기사 색인, 시장 데이터 및 법률상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송 프로그램 센터의 방송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층 혹은 3 층 카운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청각자료 서비스 

미라이 on 도서관 소장 CD∙DVD 를 전용 플레이어로 시청∙감상할 수 있습니다. 3 층 카운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마이도서관 

인터넷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의 전용 도서관 페이지입니다. 현재의 등록 

상황∙대출∙예약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도서관 로그인 ID 는 이용카드 번호입니다. 

 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향토과는 나가사키시 나루타키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오무라시내 분관은 고오리지구공민관 및 나카지구공민관 내에 있습니다. 

 

미라이 on 도서관(나가사키현립나가사키도서관∙오무라시립도서관) 

우)856-0831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히가시혼마치 481 번지 

전화: (0957)48-7700  FAX: (0957)48-7703  홈페이지: https://miraionlibrary.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