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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 시립 도서관은 여러분의
도서 및 기타 자료 기증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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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나비 도서관은 상태가 양호하고 현재의 관심사를
다룬 물품만 받습니다. 제본 상태가 불량하거나,
페이지에 표시를 했거나, 물이 묻었거나, 곰팡이나 좀약
냄새가 나는 물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최대 두
상자나 두 쇼핑백 분량(최대 9kg)의 기증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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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품은 가까운 버나비 시립 도서관 분관의
안내대에서 직접 받습니다. 참고로, 공간 제약 때문에
기증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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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기증품에 구매 자료 선택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 검토하고 기증 자료 중 어느 것이든 선별
수용하거나 폐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장 자료에
추가되지 않는 기증품은 도서관 도서 판매대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된 기증 자료는 버나비 시립
도서관의 전유 재산이 됩니다. 참고로, 기증품 기증 시,
도서관은 기증품의 사용 여부나 방법을 그 자리에서
검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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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 시립 도서관에 도서나 기타 자료 기증을 고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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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증품의 종류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bpl.bc.ca/about-bpl/make-a-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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