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스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일반 도서 (Heavy, bagged, or oversized items and puppets):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위치한 반납 상자 (Returns bin)에

저희 도서관은 번역기를 사용하여 150 개 이상의

반납하시면 됩니다.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특수 물품 (WiFi Hotspots, Launchpads, Park Packs and Stem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표시를 찾으시면 됩니다:

Kits):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반납하시면 됩니다.

도서 대출

전자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 (catalog.amespl.org)를 방문하시면 모든 도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전자책(E-Books), 오디오북, 음악, 영화,

오디오북, 영화와 음악 CD 에 대한 목록을 검색하실 수

TV 시리즈, 잡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몇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의 Stream

대부분 도서의 경우 3 주동안 대출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and Download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이 없는 경우 2 번의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국어 컬렉션
그외 대여가능한 물품 (회원당 1 개 제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성인 및 청소년 도서, 영화와 음악을

와이파이 핫스팟 (WiFi Hotspots):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

포함한, 저희 도서관의 성장하는 세계 언어 컬렉션을 경험해

가능

보시기 바랍니다.

런치패드 (Launchpads):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게임 테블릿
야외활동 가방 (Park Packs): 야외활동을 위한 물품 가방

온라인 학습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의 Special Collections 웹페이지를

도서관의 Online Learning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법률 양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학습 도구, 이력서 작성, 숙제 지도, 컴퓨터 교육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연체료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 스캔, 복사 및 팩스

도서관의 Fine Free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기기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문서를 저희 도서관의
프린터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일 이내에 도서관에

도서 예약

방문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의

도서관 홈페이지 (catalog.amespl.org)나 전화(515-239-5646)로

Computers and Printing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도서를 예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도서가 저희 도서관에 없는 경우,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행사 및 수업

통해 해당 도서를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을 도서관의 Online Calendar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vent and News 웹페이지에서 Page

신청하신 도서가 준비되면, 전화나 이메일, 혹은 문자

One Newsletter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리며, 7 일 이내에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동도서관
회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된 도서는 1 층 로비 안내데스크 왼쪽 공간에 위치한

도서 대출, 반납, 예약 및 예약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선반에 회원님의 성(영문 첫 세글자)과 이름(영문

이동도서관의 일정과 장소는 도서관의 Bookmobile

첫글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도서는 비치된 무인

웹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나 안내데스크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도서 반납

도서관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서관 카드나

도서 반납은 다음 세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물품이 분실, 훼손된 경우 전화 (515-239-5646)나

일반 도서(Most regular items): 도서관 뒤 골목에 위치한 drive-

이메일(circ@amespubliclibrary.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p 반납함이나 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walk-up 반납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