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d # 29075.   카드 번호 

 Branch  부문 

Initials  이니셜 

Expiration 만료시간 

OFFICIAL USE ONLY 공식적인 사용만 
6 J-Only J-Only 

7 Customer 고객 

8 Child  아동 

9 Youth  청소년 

10 Adult Limit 성인 제한 

11 Teacher 선생님 

12 Non-Resident 비거주자 

Albuquerque/Bernalillo County Library 
LIBRARY CARD APPLICATION 

앨버커키 시 / 벌나리오 카운티 도서관 

도서관 카드 신청 

 
PLEASE PRINT CLEARLY IN BLUE OR BLACK INK 

청색 또는 흑색 잉크로 선명하게 인쇄하십시오. 
 

Name 이름 

Last  성 

First 이름 

Middle 중간이름 

 

MAILING ADDRESS 우편 주소 

Street or PO Box 거리이름 혹은 우편 사서함 번호 

Quadrant 사분면 

Apartment # 아파트 번호 

City 도시 

State 주 

Zip Code 우편번호 

 

RESIDENCE ADDRESS 거주지 주소  

(if different from above) 위와 다르다면 

Street or PO Box 거리이름 혹은 우편 사서함 번호 

Quadrant 사분면 

Apartment # 아파트 번호 

City 도시 



State 주 

Zip Code 우편번호 

 

TELEPHONE 1 ( )  —  전화 번호 1 

TELEPHONE 2 ( )  — 전화 번호 2 

 

BIRTH DATE 생일 

PHOTO ID #  아이디 번호  

State/Agency 주/정부기관 

EMAIL 이메일 

I prefer to receive hold pickup and overdue notices by: 저는 픽업 보류와 연체 통지를 아래 방식으로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 

E m a i l  이메일 P h o n e 전화  

I want access to the library’s public computers for myself, or my child, if I am signing for a child’s card. 

저는 저 자신 또는 저의 자녀를 위해 도서관의 공공 컴퓨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원합니다. 

I would like to support the ABC Library by joining the Library Advisory Board’s advocacy email list. 

IF APPLICANT IS UNDER 18: 

PARENT’S PRINTED NAME PHOTO ID# AND STATE/AGENCY BIRTHDATE 

 

저는 도서관 자문위원회의 옹호 이메일 리스트에 가입하여 ABC 도서관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신청자가 18 세 미만인 경우 : 

학부모의 이름, 아이디  번호, 아이다 발급 주 혹은 정부 기관, 생일 

 
By signing for a library card, I accept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all materials checked out on this card with or 

without my consent, and for all fees incurred in the use of this card, up to and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the 

account being listed with a collection agency. I agree to restrict the use of this card to my (or my child’s) personal 

use, and to immediately report its loss or theft to library staff.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given is accurate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 parent/legal guardian signing for a child’s card also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monitoring materials checked out by the child named above. 

 

도서관 카드를 신청함으로써, 저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본 카드에서 체크 아웃 된 모든 자료, 이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수금 대행사에 의한 비용 등에 대해 경제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의 개인적인 사용에 이 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서관 직원에게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즉시 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제공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어린이 카드에 

서명하는 부모 / 법적 보호자는 위에 언급 된 아동이 체크 아웃 한 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I (and my child, if I am signing for a child’s card) agree to abide by the rules and policies of the Albuquerque/  

Bernalillo County Library. For customers who elect to use the library’s public computers: I (and my child, if I am 

signing for a child’s card) understand and agree to abide by the Albuquerque/Bernalillo County Library’s Computer 

Use Policy and to comply with all posted rules. A parent/legal guardian who elects to allow his/her child to use the 

library’s public computers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child’s computer use and agrees to allow the child to use the 

Internet. 

 

본인 (그리고 자녀가 카드를 신청할 경우 제 자녀)은 앨버커키 / 벌나리오 카운티 도선관의 규칙과 정책을 

준수 할 것에 동의합니다.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고객 : 본인 (및 자녀가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제 자녀)는 앨버커키 / 벌나리오 카운티 도선관의 컴퓨터 사용 정책을 준수하고 게시 된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자녀가 도서관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모 / 

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