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읽거나  활동을  

완료할  때마다  동그라

미를  치세요!  10개의  

활동과  책을  조합하여  

완료하십시오. 10!

여름

독자



2022
여름  독자님들  즐겁게  보내세요! 
모든  연령대(예,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동일한  게임을  하고  공원의 길을 따라서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뒤쪽  참조).  10가
지  활동과  책을  조합하여  완료하십시오. .

여름  독자들: 

• eBook,  오디오북,  그래픽  소설  등을  포함
한  책을  읽으십시오. 

• 제공된  목록에서  선택한  활동을  수행하십
시오.  모든  활동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을  받으세요!  귀하의  연령대가  상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hclibrary.org/
summer를  방문하십시오. 

벌써  끝났나요?  hcls.readsquared.com 에서  온
라인으로  추가 과제를  찾으십시오. 

자세한  내용,  도서  목록  및  상품  세부  정보를  
보려면  hclibrary.org/summer 를  방문하십시오. 

수업,  이벤트  및  모든  종류의  여름에 재미있는 
활동을  보려면  hclibrary.org에서  도서관  일정
을  확인하십시오. 

HCLS의  Friends &  Foundation  후원을             
받았습니다 

여름  독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독자  이름: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당첨 시  알림용)  

    6-10세Ê         11-17세Ê         성인(18세  이상)

연령대:  (하나에  동그라미)       

연령  0  -  5     

학년(2022년  가을)    

학교  이름 

읽기활동 

완료했습니다! 

P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
스템과  A+  파트너십의  연장
선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여름  독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활동 
다른  나라나  주에서  일어난  책을  읽으십시오. 

HCLS의  Chapter  Chats  블로그에서  리뷰한  책을  읽어보세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도서관  수업에  참석하십시오. 

시나  단편  소설을  읽거나  자신의  글을  쓰십시오. 

바다,  물,  바다,  호수가  포함된  제목의  책을  읽으십시오. 

공정 지원  센터(Central  지점  또는  온라인)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픽  노블,  삽화책,  그림책과  같은  논픽션  제목을  읽으십시오. 

이웃동네 탐색  –  근처  공원,  등산로  또는  산책로를                          

확인하십시오! 

DVD를  빌리거나  Kanopy에서  스트리밍하여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시청하세요. 

여름  일기를  쓰고  활동,  모험  및  관찰을  기록하십시오! 

제목이나  표지에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해에  출판된  책을  읽으십시오. 

좋아하는  도서관  지점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추천을  

요청하십시오. 

야외에서  읽으십시오  -  일주일  중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십시오. 

요리책을  빌려  피크닉을  위한  레시피를  만드세요. 

예술이나  예술가에  관한  책을  읽고  온라인으로  또는  

Central  또는  Glenwood  Branch에서  직접  

HCLS  Art  컬렉션을  방문하십시 오. 

당신이  사는  곳  근처의  유적지를  방문하십시오.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다음  친구나  가족에게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이  쿠폰을  도서관  지점에  반납하십시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