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ip Books 이란 무엇입니까?  

Amazon 에서 직접 무료로 배송된 책(인쇄물 또는 오디오)은 완료되면 지역 도서관으로 반납합니다. 

와아ㅡ대박!  누가 이것을 후원합니까?     

이것은 California State Library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캐치란? 

없음! 그러나 이 서비스는 도서관이 소유하지 않은 책을 위한 것이며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OC Public Libraries 의 규칙을 잘 지켜온 도서관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주민 이어야 합니다. 

• 아마존이 배달 할수있는 주소 이어야 합니다. 

• 한 달에 3 권으로 제한됩니다. 

• 한 번에 1 개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배송되기 전에 이전 항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제목은 Amazon 에있는것 만 가능합니다. 

• 인쇄된 책의 가격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CD 오디오북와 세계 언어 책은 최대 $75 까지 입니다. 

• 책은 우리 도서관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사전 출판 주문이나 지난 12 개월 이내에 출판된 어떤 것도 안됩니다). 대체 형식은 

주문해도 됩니다. 

• 교재나 워크북은 주문하지 마세요. 

주문한 책 외에 구매하고 싶은 책이 있는 경우 "구매 요청"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원하는 책이 규정에 맞지않을 경우 (절판되었을 수 있음) 

InterLibrary Loan (ILL)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Zip Books 는 어떻게 주문합니까?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카탈로그와 Amazon 에서 책을 현재 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시요.   양식을 

ocpl.booksbymail@occr.ocgov.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리 도서관 직원에게 양식을 전달하십시오. 특별배송에 필요한 주소를 추가해 

주십시요. 

Zip Book 이 배송된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책을 즐기세요 

• 3 주 후에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고 직원에게 건네거나 반납 박스에 넣습니다. 책에 있는 Amazon 영수증과 함께 원래 포장에 책을 

넣어 Zip Book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영수증이 없으면 이름, 도서관카드번호를 메모하여 Zip 

Book 에 넣으세요. 

• 반품되지 않은 항목, Zip Book 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항목 또는 손상되어 반품된 항목은 귀하의 계정으로 청구됩니다. 

책을 반납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장서 개발 기준을 충족하면 장서에 넣습니다.    

http://web.ocpl.org/n/RequestAPurchase/#/add
https://ocpl.org/services/about-ocpl/interlibrary-loan-services
mailto:ocpl.booksbymail@occr.ocgov.com


 

 

Zip Books 요청서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ORANGE 주: CA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 

특별배송에 대한 지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서관 카드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된연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SBN (알고 있다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형:   보통글씨  큰글씨   CD 오디오북 

Amazon AS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코멘트 / 노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mazon에서 구하지 못할경우, InterLibrary Loan 으로 요청 합니다.     네            아니요 
 

Zip Book 이용약관: 이해 합니다… 

• 한달에 3 번 Zip Book 을 요청을 할수 있지만 한번에 한개의 Zip Book 만 주문하고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 

• Amazon 이 본인의 주소로 보내 줄것입니다. 

• Zip Book 반납시에는 봉인된 원래의 포장으로 확인하여 OC Public Libraries’ 반납박스에 넣어주십시요. 

• 반납종목이 훼손된 상태일때와 반납을 안할시에는정상요금을 부과 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Staff Use only 

Date Request Received: _____________ Branch:____________________   Date Ordered:___________ or ILL ___________or Ineligible __________ 

Returned Item: Date_______________   Added to Catalog _____________ Donated to Friends ______________ Charged to Patron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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