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턴 그로브 공공 도서관(Morton Grove Public Library) 카드를 사용하면 자료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책, 영화 등  

• 신작 영화(DVD 및 블루레이), 비디오 게임, 음악, TV 프로그램 및 오디오북  

• 신간 도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소설, 비소설 및 그래픽 노블  

• 인쇄 및 디지털 형식의 지역 신문, 전국 신문 및 지역 잡지, 전국 잡지  

• 러시아어, 폴란드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기타 세계 언어로 된 책  

• 영어 학습자를 위한 자료   

• 장비, 게임 및 도구를 소장하고 있는 사물 도서관  

       catalog.mgpl.org 에서 찾아보기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자료  

•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할 수 있는 전자책, 전자 오디오북, 영화, TV 프로그램 및 음악  

• 족보, 건강, 사업, 언어 학습 등을 위한 수십 개의 프리미엄 데이터베이스  

• 교육 및 직업, 미국 시민권 시험 및 도로 규칙을 위한 연습 시험  

•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기술 등에 대한 수천 개의 강의  

       mgpl.org/databases 에서 전체 목록 확인하기  

  

모든 연령대를 위한 행사  

•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 및 조기에 글자 익히기 활동  

• 콘서트, 강연, 영화 상영  

• 독서 토론 및 저자와의 만남  

• 영화 토론  

       mgpl.org/events 에서 전체 일정 확인하기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 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 무료 와이파이  

• 와이파이 핫스팟 및 체크아웃용 로쿠(Roku)  

•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Adobe Creative Suite)가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션 

아이맥(Creative Station iMac)  

• 인쇄, 스캔 및 팩스 서비스  

  

도서관 카드를 받는 방법  

카드를 등록하려면 신분증과 거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거주 증명서는 현재 주소가 나와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두 가지 형태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 일리노이 주 신분증   

• 멕시코 영사관 신분증   

• 군인 신분증  여권   

  

인정되는 주소 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표/은행 거래 명세서   

• 현재의 임대차 계약/담보 대출   

• 자동차 등록 또는 보험증   

• 재산세 고지서   

• 고지서   

• 학생증   

• 유권자 등록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도서관에 847-965-422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