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 소식지

￭ 도서관 개관시간
: 08:30 - 16:30
￭ 대출권수 : 5권

제2020 - 4월호
――――――――

￭ 대출기간 : 7일
￭ 대출연장 : 2회 7일

2020년 4월 7일

대출기간을 잘 지켜주세요!

♥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
는 효과와 같다.
-리처드스틸(Ri char d
Ste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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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화진중학교 도서관
￭편집 : 사서교사 임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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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On-Off라인 독서교육 지원 안내

1. 목적
가. 개학 전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학교도
서관 이용 최소화 유도
나. 교내 다중이용시설인 학교도서관이 코로나19 감염 이동경로가 되지 않도
록 학교도서관 환경점검 관리

2. 화진중 교문앞 책전달서비스(예약대출)
가. 이용대상: 화진중 재학생
나. 이용기간: 2020. 4. 9(목) ~ 오프라인 개학시
※ 4.13.(월) 1학년 교과서 배부로 대출불가
다. 신청방법
- 화진중 고늘글방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도서명, 저자명 검색 후 신청서 작성
(http://reading.ulsanedu.kr/r/newReading/search/schoolSearchForm.jsp)

- 신청서 작성: 화진중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도서대출 신청서 작
성
※ 도서상태 ‘대출가능’ 도서만 신청
라. 신청시간
- (월~금) 평일 신청: 다음날 13:00 ~ 13:30 교문(정문) 앞 수령
ex) 월요일 신청하여 사서교사 답변을 받으면 화요일 13시에 수령
가능
※ (토~일) 신청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령
- 신청서 제출 후 사서교사의 답변을 받은 후, 수령 가능
마. 대출권수
- 1인 3권 이내(현재 대출 중인 대출권수와 별개)
바. 수령시간
- (월~금) 13:00~13:30
* 수령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수령 불가(특정일 지정불가)

사. 수령장소 및 방법
- 수령장소: 화진중 교문 앞 (정문)
- 수령방법: 본인 확인 및 신청도서 수령
* 학생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아. 반납
- 코로나19 종료 후 개관 후 반납
자. 유의사항
-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한 책이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 중인 도서로 확인 시 대출이 불가
- 기존 신청 사항에서 변경은 불가
- 미수령 시 대출 취소 처리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정보 및 필수사항 미기재 시 대출 불가

신청서 양식

3. on-off라인 독서교육 운영 방침
가. on-off라인 독서교육

오프라인지원

온라인지원

• 화진중 교문앞 책전달서비스 (예약대출)

• 학교홈페이지 교수학습자료 게시

- 학교도서관 자료검색 후 예약대출 신청

- 도서목록 제공, 독서활동 안내

• 울산교육청 공공도서관 안심대출서비스

• 책 읽어주는 사이트, 전자도서관 등 안내

- 홈페이지 24시간 신청

- EBS 오디오북, 울산도서관 전자도서관(회원에

• 동부도서관 도서관 문 앞 대출서비스

한하여 이용가능)
- 교보문고(책쉼터) 전자책 4월 한달 무료제공

울산 도서관 북 드라이브스루

나. (개관 시)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 폐가제(서가를 공개하지 않고 자료대출) 운영 또는 관외대출 유도
- 대출 권수, 기한 조정으로 방문 최소화

4. 공공도서관 대출서비스 및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
가. 휴업기간 운영 공공도서관
※ 열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나. 휴업기간 공공도서관 비대면 대출서비스
운영기관

울산
광역시

도서관

울산도서관

남부도서관

연락처

266-5670

259-7532

울산
교육청
동부도서관

241-2300

서비스

내용

북
드라이브스루
대출

http://ulsan.go.kr/page/service/driveThruGu
ide.do
홈페이지에서‘북 드라이브 스루’
게시판 이용

무인 대출

도서관 1층에서 무인 대출

안심 대출

http://www.usnl.or.kr/usnl2009/bbs/b
oard.php?bo_table=book_rental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

유로퀵
대출

http://www.usnl.or.kr/usnl2009/bbs/b
oard.php?bo_table=book_rental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유로 퀵으로 수령

스마트도서
무인대출

도서관 1층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
대출가능

안심맞춤

https://www.usdl.or.kr/user/user03.htm?
sId=2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도서관 문 앞 수령

도서관 문
중부도서관

210-6504

앞 대출

https://www.usjl.or.kr/usjl/07_user/user
_99.php

운영기관

도서관

연락처

서비스

내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도서관 문 앞 수령

울주도서관

255-8150

약숫골도서관

290-4179

옥골샘도서관

290-4186

울산

태화루도서관

290-4194

중구청

함월도서관
단장골북까페

290-4189
290-4849

외솔한옥도서관

290-4196

중앙도서관

241-7407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241-7420
241-7430

농소3동도서관

241-7440

염포양정도서관

241-7450

명촌어린이도서관
매곡도서관

241-7460
241-7470

선바위도서관

211-5773

옹기종기도서관

239-7413

천상도서관

243-9096

울산
북구청

울주군청

도서관 문
앞 대출

https://www.usul.or.kr/board1/bbs/board
.php?bo_table=qna2&m1=7&m2=10&m3=1&m4=1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도서관 문 앞 수령

https://lib.junggu.ulsan.kr/communit
y/community8.html
중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권역별도서관 6개소서 수령
안심대출
https://usbl.bukgu.ulsan.kr/bbs/boar
d.php?bo_table=book_rental
북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권역별도서관 7개소서 수령

도서예약
대출

http://uljulib.ulju.ulsan.kr/index.ph
p?g_page=community&m_page=community12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3개 도서관에서 대출가능

다. 전자 도서관 이용 안내
울산도서관 전자도서관

책쉼터(4월 한 달 간 무료이용)
http://book.dkyobobook.co.kr/main.ink

https://library.ulsan.go.kr/page/eLib/eBook.do ※ 교보문고 아이디와 비번으로 이용가능.
※ 기존회원만 가능, 신규회원은 불가능

(이용을 원할 시 신규가입 후 이용가능)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