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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정보를 찾아보고,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책을 빌리는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 DVD, 음악 및 오디오 도서 CD

• 책, 잡지 등등!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이메일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
다. 몇몇 도서관에는 이력서 또는 편지를 쓰거나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컴
퓨터도 있습니다.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아동, 10대 청소년, 성인 및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교실 및 
행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녀를 데려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많은 도서관에 성인을 위한 독서 클럽,  컴퓨터 교실 등
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온라인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도서관에는 특수 온라인 자원 및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
용하여 책, 잡지, 신문 등을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특수 온라인 자원에는 학교 
프로젝트 관련 정보, 보건 정보 등이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책과 잡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도서관에는 여러 언어로 된 책, 신문 및 기타 자료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도서관에서 직접 알아보십시오.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묻기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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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있는 도서관 찾기
매니토바 주에는 1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위니펙 공공도서관 (Winnipeg Public Library)
밀레니엄 도서관 (Millennium Library) (본관)
251 Donald Street, Winnipeg
전화: 204-986-6450
웹사이트: winnipeg.ca/library
저희 도서관은 20개 분관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도서관은 이 중 가장 큰 곳으로서 65
만여 종의 자료와 30여 개 언어로 된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 서부지역 도서관 (Western 
Manitoba Regional Library)
브랜든 도서관 (Brandon Branch) (본관)
710 Rosser Avenue Unit 1, Brandon
전화: 204-727-6648
웹사이트: wmrl.ca 
저희 도서관은 카베리, 니파와, 글렌보로 및 
하트니에 분관이 있습니다.

중남부지역 도서관  (South Central Regional 
Library)
윙클러 분관 (Winkler Branch) (본관)
160 Main Street, Winkler
전화: 204-325-7174
웹사이트: scrlibrary.mb.ca
저희 도서관은 알토나, 모든 및 마이애미에 
분관이 있습니다.

제이크 엡 도서관 (Jake Epp Library)
255 Elmdale Street, Steinbach
전화: 204-326-6841
웹사이트: jakeepplibrary.com

매니토바 주 내 기타 공공도서관을 찾아보려면
1-800-252-9998로 전화하십시오(무료).
웹사이트: gov.mb.ca/chc/pls/index.html

도서관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 

도서관 카드는 도서관 회원임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관내 도서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카드는 보통 무료로 발급됩니다. 멤버십에 

관해서는 도서관에서 직접 알아보십시오.

• 인정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매니토바 

의료보험카드, 또는 현주소가 기재된 기타 

신분증입니다.

• 도서관 카드는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십시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십시오.

도서관 자료 대출은 어떻게 하나?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대부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납일이 지정됩니다. 반납일은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해야 하는 기일입니다. 

• 대출한 자료는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반납하십시오.

반납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대출한 자료를 늦게 반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하는 방법은 도서관에서 직접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관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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