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ck Out Library Books 

 
 

If you are in TEDA and would like to check out books from the TGA Library, please follow these 

simple steps: 

1. Visit library.tedaglobal.org and choose 3 books that you would like to check out. The 

system will indicate if they are in or out of the Library.  

2. Scan the QR code and fill out the online form. Please make sure to include the call number 

of your book request. *Book requests are fill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and are 

subject to availability that's why you will be asked to choose an alternative title (book choice 

no. 4). 

3. Receive your books on Thursday afternoon (from 1 pm to 4 pm) or on Friday (from 9 am to 

4 pm). They will be handed out by our security guards in the parking lot. Please remember 

the Library ID number of your child which can be found on the ID card.  

Note: Please keep the library books you have at home. We will advise everyone when the 

best time is to return them.  

Please reach out to Mr. Ricky or Ms. Cheryl via email (ricardo@tedaglobal.org or 

cxue@tedaglobal.org)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 

 

학부모님께, 

  

테다에 계시는 부모님 중, TGA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library.tedaglobal.org 를 여시고 대출하실 책 3 권을 고르세요. 시스템에서 해당 도서의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2. QR 코드를 스캔하시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대출 하고자 하시는 책의 call number 를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책은 먼저 신청하시는 분께 선착순으로 대출이 되며, 신청 

하시려는 책들의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4 번째 책을 선택하시도록 물어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하신 책들은 목요일 오후 1-4시 사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정문 앞 주차장에서 

경비실 직원들을 통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생증 카드에 있는 도서관 ID 번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집에 가지고 계시는 도서관 책들은 그대로 보관하여 두셨다가, 

안내드리는 때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도서관 사서 Mr. Ricky 또는 Ms. Cheryl 에게 이메일(ricardo@tedaglobal.org or 

cxue@tedaglobal.org)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如您目前身处泰达， 

并且想要从泰达国际学校图书馆借阅书籍，请遵循以下流程： 

1. 登录学校图书馆网站 library.tedaglobal.org ，选择您想要借阅的书籍（最多 3 本），系统会提

示您选择的书籍是否在馆。 

2. 扫描二维码填写在线表格，请务必填写书籍的“call number”。书籍借阅遵循“先到先得”的原则。

如您选择的书籍不在馆，系统会提示您选择其他书籍（第 4 本）。 

3. 您可在周四下午 1:00-4:00 或周五 9:00-16:00 任一时间段内来校领取图书，（为在疫情期间减

少接触）校方安保人员会将书籍送至校门口停车场处。请牢记孩子的图书馆号（图书馆号可

在接送卡上找到）。 

               温馨提示：请您保留借阅的书籍，直至校方另行通知最佳的归还日期。 

            如有疑 问 ， 请 发 邮 件 至 图 书 管 理 员 Mr. Ricky（ricardo@tedaglobal.org）或 Ms. 

Cheryl（cxue@tedaglob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