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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 도서관 서비스

고객의 행동 수칙
라이드 도서관은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수칙은 2010 도서관법규에 나온 요건들에  
근거합니다. (요청시 제공 가능) 

• 도서관의 다른 이용객들과 도서관 직원들을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하십시오. 반사회적  
행동 및 다른 이용객 및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용한 학습 공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 휴대폰이나 개인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때는  
타인을 배려하고 소음을 최소화 합니다.

• 도서관 장서들, 기구 및 가구들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 도사관 자료를 일부러 감추거나 잘못 배치하는  
것을 금합니다. 

• 귀중품은 항상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개인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도서관 내에서 유모차와 휠체어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그 외  
다른 바퀴달린 기구들은 도서관 밖에 두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의 모든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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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용객의 행동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도서관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용객들의 보건및 안전을  
위해 개인 위생과 복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마감 시간 및 긴급상황에서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도서관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동물과 치료상의 동행동물은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애완 동물은  
데려올 수 없습니다.

• 찬음식과 뚜껑이 달린 음료수는 도서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내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실  
경우, 주변에 다른 이용객이 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십시오. 상업용 혹은 학교 과제물용 같은  
이유로 촬영하실 시는 반드시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도서관 내에서 종교적 혹은 정치적 활동을 하실 
경우 직원에 의해 퇴장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관 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어떠한  
음란물이나 폭력물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도서관 직원은 주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도서관 규정 및 행동 수칙에 다르지 않는  
이용객은 직원에 의해 퇴장 당하실 수 있으며,  
건물 출입을 통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수의 카메라가 공공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도서관 이용을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ryde.nsw.gov.au/library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9952 8352 혹은  
이메일 rydelibrary@ryde.nsw.gov.au 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