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www.ryde.nsw.gov.
au/library으로 가시고 이메일은 rydelibrary@ryde.
nsw.gov.au 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라이프스타일과 새로운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라이드 도서관
1 Pope Street, Ryde NSW 2112 
(Top Ryde City shopping centre 내) 
전화: (02) 9952 8352 
열람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9.0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5.00 
일요일: 오후 2.00 – 오후 5.00

글레이즈빌 도서관
라이드시와 헌터힐 카운슬에 의해 공동 지원 
6 Pittwater Road, Gladesville NSW 2111 
전화: (02) 9952 8378 
열람시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2

이스트우드 도서관
Cnr Hillview Road and West Parade, Eastwood NSW 2122 
전화: (02) 9952 8375 
열람시간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2

노스 라이드 도서관
201 Coxs Road, North Ryde NSW 2113 
전화: (02) 9952 8377 
열람시간 
월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2 

웨스트 라이드 도서관
2 Graf Avenue, West Ryde NSW 2114 
전화: (02) 9952 8376 
열람시간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5.00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8.00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5.00 
일요일: 오후 12 – 오후 4.00

프로그램
라이드 록커즈 라임타임  
(Ryde Rockers Rhymetime):
동요 부르기, 동화책 읽기 및 손가락 인형극을 
소개하는 유아용 프로그램.  
나이:  O - 2세 
장소:  모든 도서관

프리스쿨 스토리타임  
(Preschool Storytimes):
프리스쿨 아동들을 위한 동화책 읽기, 동요 부르기 
및 수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  
나이:  3 - 5세 
장소:  모든 도서관

키즈 클럽 (Kids Club):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Wii, 각종 보드 게임, 수공예품 
만들기 등의 신나는 놀이 클럽.  
나이:  5 - 10세 
장소: 라이드 도서관

게임 온 (Game On):
체스, 카드 게임 등을 포함한 신나는 오후 활동. 
나이:  8세 이상 
장소:  모든 도서관

게임 (Wii Games):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드 플레이, 마리오 카트, 
볼링 등의 Wii 게임.  
나이:  12세 이상 
장소:  라이드 도서관

방학 중 프로그램: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도서관 안내 책자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방문도 환영입니다

www.ryde.nsw.gov.au/library 에 가시면, 모든 
도서관들과 장서, 서비스 및 행사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Children’s and Young Adult Services             Korean



라이드 도서관은 저희 지역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은 물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친절한 
저희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인터넷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도서관 직원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주고, 특정 과목에 대한 좋은 사이트를 
권해 줍니다. 

도서관 웹사이트에는 권장할만한 좋은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보호자들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책임지고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자료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소설 및 비소설책 
•	잡지
•	DVD
•	CD
•	인터넷/컴퓨터 사용
•	장난감
•	스타디룸과 행사실
•	일반 및 전문 사서로부터의 도움.

부모님과 보호자들은 어린이들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때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중요한 정보

•	 도서관 직원은 도서관내에서 어린이들을 
감독하지 않습니다.

•	 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은 책임감있는 
성인이나 16세 이상의 성숙한 청소년에 의해 
항상 감독받아야 합니다. 

•	 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어린이는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나갈 수 있고, 사고를 당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어린이가 
있으면, 도서관 직원은 부모님/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	 부모님/보호자가 연락이 안될 경우, NSW 
경찰이나 Department	of	Family	&	
Community	Services (가족 및 지역서비스부)
에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