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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By Mail 은 신체 장애, 장기 질병 및/또는 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에게 책과 책을 CD 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어떻게 가입합니까? 

Books by Mail 신청서, 우편,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도서관에 반납하도록 하십시오. OC Public Libraries 카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항목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원자는 OC Public Libraries 카탈로그, MyOCPL 앱을 사용하거나 지역 도서관에 연락하여 직원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ooks by Mail 고객은 한 번에 두(2) 개의 Books by Mail 항목이 허용됩니다. 

아이템은 한 번에 3 주 동안 대여되며, 다른 사람이 요청하지 않는 한 최대 5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항목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적격 품목에는 CD 의 책 및 오디오북이 포함됩니다. 

부적격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DVD, 음악 CD, Lucky Days, 7 일 베스트셀러, 특대 품목 및 도서관 간 대출 도서 

상품은 어떻게 배송되나요? 

Books by Mail 서비스에 등록하면 재료를 재사용 가능한 가방이나 기타 포장에 담아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책 요금에 따라 

무료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각 패키지에는 품목의 만기일이 포함된 포장 명세서/영수증이 있습니다. 

내 항목을 어떻게 반환합니까? 

1. 캔버스 우편봉투에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OC Public Libraries 주소가 보이도록 전면 투명 파우치에 우편물 라벨을 

삽입합니다. 항목이 다른 유형의 포장으로 제공되는 경우 반품 봉투에 반품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2. 반납할 봉투를 봉인해 주십시요. 

3. 우편배달부 에게 반납봉투를 전달 하십시요. 
반납후에 새로운 목록은 우편으로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ocpl.org/
mailto:ocpl.booksbymail@occr.ocgov.com
https://ocpl.org/libraries
https://web.ocpl.org/n/LibraryCardApplication/#/
https://catalog.ocpl.org/client/en_US/default/?
http://www.yourlibraryapp.com/OCPublic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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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BY MAIL APPLICATION 

우편 신청을 통한 책 

Books By Mail 은 신체 장애, 장기 질병 및/또는 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집에 있는 유자격 거주자에게 책과 책을 CD 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 

유선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C Public Libraries’ 도서관 카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조 연락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진술을 읽고 아래에 서명하십시오: 

저는 Books By Mail 규정을 읽었으며 이 서비스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있거나 OC Public Libraries 시설에 갈 

수 있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고객을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 카드로 대여한 분실/파손된 품목에 대해 교체 비용이 청구됨을 이해합니다. 내 주소가 변경되면 OC 

Public Libraries 직원에게 우편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주소를 즉시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ocp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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