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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약관 

회원 조건 

 도서관에 가입하려면 이름과 현 주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주소지 증빙이 없는 신청자는 

담당 사서의 결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보호자가 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자신이 서명한 회원 

카드의 모든 대출 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하거나 계정 정보를 확인하려면 도서관 카드를 제시합니다. 도서관 카드가 없으면 이름과 현 

주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도서관에 알립니다. 

 도서관 카드로 대출한 자료가 분실 또는 파손되면 교체 비용을 지불합니다. 교체 비용에는 자료 

구입비와 처리 비용(환불 불가)이 포함됩니다. 

 도서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도서관에 알립니다. 도서관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서관 카드는 한 장만 가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카드로 대출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회원이 예약하지 않은 자료에 한해서 두 번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출하려는 자료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대출 전에 도서관에 알립니다. 

도서관에서의 행동 

 카운슬은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카운슬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o 괴롭힘, 공격,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o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타인의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행동 

o 안내문에 위배되거나 담당 사서나 책임자의 적법한 지시에 반하는 행동 

o 도서관 자산의 파괴 또는 파손과 컴퓨터 및 인터넷/WiFi 이용약관의 미준수를 포함하는 

도서관 자원의 오용 

 모나쉬 지방법 제3호(City of Monash Local Law No 3)에 따라, 도서관 직원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도서관 방문자는 카운슬,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보건 요건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해당 행동의 정황 및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도서관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도서관 출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1세 미만 어린이는 책임 있는 어른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이용자는 컴퓨터 및 인터넷/WiFi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침 

카운슬은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법(Privacy and Data Protection Act 2014)에 따라 법적 요구나 승인이 없는 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카운슬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카운슬 웹사이트 www.monash.vic.gov.au/legal/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nash.vic.gov.au/legal/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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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인터넷/WiFi 이용약관 

 도서관 유효 회원인 컴퓨터 이용자는 본인의 카드 번호로 컴퓨터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주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컴퓨터 액세스를 위한 방문자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보증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도서관의 인터넷 및 기술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감독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는 한 번에 두 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료의 접근, 이용, 전송, 전시, 인쇄, 저장 등을 포함하여 대출 예약 중 인터넷 작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모든 주 및 연방 법률과 지방법 제3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 및/또는 보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인터넷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 도서관이 소유하는 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파괴 또는 파손 

o 일반적으로 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미지를 포함한 자료 보기 

o 저작권 보호 자료의 의도적인 무단 복사 또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타 계약 위반  

o 컴퓨터 네트워크의 시스템 보안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시도 

o 정보 자원의 작성자, 저자, 사용자 또는 주체인 개인이나 단체의 개인정보 침해 

o 전자 통신에 대한 무단 모니터링 

o 스팸 등 부적절한 이메일 서비스 이용 

o 모나쉬 카운슬의 책임 있는 도박 전략에 따른 도박 사이트 

 도서관은 특정 프로세스, 파일 유형 및 다운로드 크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자는 인쇄 요금에 따라 모든 인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권한이 정지됩니다. 

 도서관의 인터넷 자원 사용과 관련된 불법 행위는 지방, 주 또는 연방 당국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세션을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나쉬 카운슬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권한이 있습니다. 

 

 

https://www.monash.vic.gov.au/files/assets/public/about-us/council/advisory-and-special-committees/monash-responsible-gambling-strategy-2012-2015.pdf?BestBetMatch=responsible%20gaming%20strategy|d8865bd5-ecb1-446c-b18c-bc80693b2153|0e9e7276-c437-4539-8213-057dfdc15a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