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여름
독서 클럽이란?
BC주 여름 독서 클럽은 아동을 위한 무료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에 독서
요령을 연마하거나 증진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거주지 지역 사회와 도서관에 관하여
더 알아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동을 위한
BC주 여름 독서 클럽에
관하여 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으시려면, https://
kidssrc.libraries.coop/about-us/informationfor-families-and-caregivers/ 를 보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신데 여기에 답이 없나요?
주 코디네이터에게 bcsrc@bclibrary.bc.ca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www.bcsrc.ca
bcsrc@bclibrary.ca
[Korean]

BC주 여름 독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정보

아동을 위한
독서 클럽

BC주 여름 독서
클럽에 관한
모든 정보

가입 자격은?
BC주 여름 독서 클럽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환영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완전 포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입 방법은?
거주지 도서관을 방문하세요! 도서관 직원은
자녀를 등록시키고 이 무료 여름 독서 클럽 가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여름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하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거주지 도서관을 방문하시면 자녀는 무료 독서
기록지를 받아 독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주 스티커도 받아 성과를 표시합니다. 여름
말미에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아동에게 메달을 주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BC주 여름 독서 클럽에 가입하려면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나요?
여름 독서 클럽 가입에 도서관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도서를 대출하려면 도서관
직원에게 도서관 카드 발급 방법에 관하여
물으시면 됩니다.

재학 중이어야 하나요?
여름 독서 클럽은 학령기 아동(만 5~14세)이
대상이지만 재학생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스쿨링 아동도 가입을 환영합니다!
등록 시작은 언제인가요?
등록은 6월 즈음에 시작합니다. 거주지 도서관에
전화나 방문하시면 가입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독서 클럽에서 무슨 책을 읽나요?
아동은 이야기 책, 안내 도서, 그래픽 소설, 심지어
만화책도 읽습니다! 미식 수화(ASL)를 비롯한
원하는 언어와 오디오 북을 비롯한 선호하는
형식으로 된 책을 읽습니다.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거나 스토리텔링도 가능합니다.

도서관 직원은 자녀가 즐길 수 있는 책 등을 기꺼이
추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로도 이용 가능한가요?
여름 독서 클럽 프로그램 자료는 이중 언어(영어와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나 아동은 ASL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장 편안한 언어로 읽도록 권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도서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하십시오.

BC주 여름 독서 클럽은 여름 내내 운영하나요?
도서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약간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개 6월 말에 시작하여 대개 8월에
끝납니다.

독서를 하루 못하면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읽으세요. 7일간 독서 후,
자녀는 스티커를 받습니다!
자녀가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자녀가 완료하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스티커를
모을 수 있습니다. 독서 기록지는 자녀가
보관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계속 읽으세요! 이번 여름에 BC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아무 공립 도서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참여 도서관에는 방문자용 여분의
스티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BC주 밖으로
여행하신다면 거주지 도서관에 알려만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