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ILL 요청을 합니까?

4. 제목, 저자, ISBN 또는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빌리는 기간:
일반적으로 ILL자료는 3주간의 기간동안 빌
릴 수 있습니다. ILL 자료의 기한이 지나면
품목당 하루 $0.20 이 부과됩니다.

1. http://web-iii.yolocounty.org 에 접속하
세요.

ILL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2. “Good Reads and More" ( 좋은 읽을거

리와 추가분)”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모든 ILL 자료가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 기

마우스 밑에 뜨는 메뉴창에서
5. 당신이 선택한 제목을 클릭하세요.
6. "Request Item"을 클릭하세요.
7. 다음 사항을 입력하세요:
A) 당신의 성과 이름
B) 고객의 ID (욜로 카운티 도서관 카
드 번호)

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는 유효기간 카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
다면, 유효기간 카드에 고지되어 있을 것입
니다. 일반적인 ILL 자료들은 본래의 만기일
에서 3주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C) 주소

을 위해서는 Yolo County 지역 도서관에

D) 신청한 자료를 찾을 위치

해당 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8. Click Submit

ILL을 반납하기 위해:
3. “Can’t Find it? Try here with Interlibrary Loan! (찾을 수 없으세요? 이
것을 시도해 보세요!)”를 클릭하세요.

주목할 점: 요청을 한 뒤에 당신의
도서관 창에서 4일 이내에 제목을

ILL 자료들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일반 투입구가 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닌 체크인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안의 순환
창고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Yolo County
도서관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Yolo County 도서관 어디에서나 인터넷 또
는 서면으로 ILL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서비스 데스크에 물어보세요.

인터라이브러리 론(ILL)은 무엇인가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역 도서관에 연

ILL은 Yolo County 도서

락하세요:

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 시스
템에서 빌릴 수 있는 서비
스입니다.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 있나요?


출판한 지 6개월이 지난 책들



잡지류



마이크로 필름

Arthur F. Turner Community Library
1212 Merkley Ave.
West Sacramento, CA 95691
P: 916-375-6465

Yolo County
도서관 (Library)

Clarksburg Branch Library
52915 Netherlands Rd.
Clarksburg, CA 95612
P: 916-744-1755
Esparto Regional Library
17065 Yolo Ave.
Esparto, CA 95627
P: 530-787-3426

인터라이브러리 론(ILL)

주의사항: 오디오 비주얼 자료는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ILL을 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
다.

얼마나 요청할 수 있나요?
한번에 최대로 네 가지를 보류 요청할 수 있
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모든 Yolo County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기사의 사진 복사나 책

에 따라서 가끔씩 비용이 요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승인 요청하기 전에 빌리는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한 빨리 요청한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 노
력합니다. 위치와 유효성에 따라 2주에서 6

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Knights Landing Branch Library
42351 Third St.
Knights Landing, CA
P: 530-735-6593

설명서
(Interlibrary Loan Guidelines)

Montgomery-South Davis Satellite
1441 Danbury St.
Davis, CA 95616
P: 530-757-5593
Mary L. Stephens Davis Branch
315 E. 14th St.
Davis, CA 95616
P: 530-757-5593
Winters Community Library
708 Railroad Ave.
Winters, CA 95694
P: 530-795-4955
Yolo Branch Library
37750 Sacramento St.
Yolo, CA 95697
P: 530-662-2363
http://tinyurl.com/YoloILL

Yolo County 도서관 시스템 밖
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
법
(in Korean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