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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을 획득하시면 도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읽기 활동을 온라인이나 종이에 직접 기록하면서 

점수를 획득하시고, 8월 2일부터 31일 까지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의 한 지점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도서 

상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고가 남아있는 한 독자 

한명당 책 한권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8월 23

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미션활동이 주어집

니다.  

완료한 미션 활동 또는 책/읽기 활동 기록을 통해 각

각 1점을 획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책을 읽음으로 미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20분간의 독서 

활동을 상상해 보세요. 전자책을 듣고 읽으며, 종이 책

을 손에 들도 읽기도 하며, 챕터 한장 을 읽으셔도 되

고, 만화나 그래픽 소설 혹은 시를 읽으셔도 됩니다.  

미션을 완수 하려면, 3가지 미션 활동이나 읽기 활동

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미션은 순서에 상관없이 완료 하실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활동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활동을 만드셔도 됩니다.  

총 10점을 획득하시면 여름 독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

로 완료 하셨으므로,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의 한 지점

을 을 방문하여 도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가 남아있는 한, 독자 한명당 책 한권으로 제한 됨을 알

려드립니다) 

10점을 모두 획득하셨나요? 계속 책을 읽으세요! 책을 

기록하고 미션 활동을 완료하세요.   



q 11-17세: 시민 과학

온 가족과 함께 시민과학에 참여해 보세요! 여름동안 흥미롭

고 쉽게 할 수 있는 과학 프로젝트들을 아래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scistarter.org

q 11-13세: 무지개 분필 산책(

색색의 보도 분필을 들고 이웃 전체에 친근한 무지개를 그려

사랑을 전파하세요.

q 14-17세: 자랑스러워요!

자랑의 달을 기념하세요!  가능하면 지역 행사에 참여도 해

보고,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분점들에서 선정된 무지개 도서

(Rainbow Reads)들을 둘러보세요.

6월 7일, 미션 2 
q 11-17세: 저자 알림

찬사를 받은 작가 니키 지오반니의 생일을 그녀의 시를 시를

읽으면서 축하해주세요. 도서관에서 그녀의 책들을 대출하

세요. https://nikki-giovanni.com/works/poetry/

q 11-13세: 친절의 돌맹이

친구 및 커뮤니티와 공유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듭니다. 여

러분이 필요한 것은 몇 개의 매끄러운 돌, 지워지지 않는 펜

이나 그림물감, 그리고 영감만 있으면 됩니다!

q 14-17세: 자동차 알아보기

곧 운전하실 건가요? 소비자 보고서를 사용하여 자동차 비용

및 모델들을 조사해 보세요. 미래의 내 자동차를 결정하기

전에자동차 기능과 가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

다. www.consumerreports.org/cro/index.htm

6월 14일, 미션 3  

6

q 11-17세: 미국 흑인들의 노예 해방 기념  (Juneteenth)

6 월 19 일은 미국에서 매년 노예제도의 종식을 기념하는 날

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세요.  

q 11-13세: 종이비행기

새로운 종이 비행기 접기 디자인을 배워서 밖에밖에 나가서

날려 보세요. 어느 비행기가 가장 멀리 날아갑니까?  어떤

비행기가 가장 높이 나는가요?  어떤 디자인이 추락합니까?

q 14-17세: 성공적인 시험 준비

내년에 SAT또는 ACT를 보나요? Peterson 의 Test &

Career Prep 과 유용한 도서관 온라인자료들로 준비하세요.

hclibrary.org/new-a-main/a-student-middle-high-school/

6월 21일, 미션 4  
q 11-17세: 지금 쓰세요!

어떤 것이든 리뷰를 쓰면서 글쓰기 기술을 연습하세요. 어제

저녁 식사, 오늘 시청했던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장

좋아하는기술 기기, 또는 여러분이 흥미있어 하는 어떤 것들

도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q 11-13세: 과학 팬 연합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공학 및 과학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팬들을 위해 사이언스플릭스

(ScienceFlix)는 여러분이 모든 과학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q 14-17세: 출발 준비됐나요?

완벽한 주말 장거리 여행을 그려보세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족 및 친구들

과 공유하세요.

미션
11세-17세 

hclibrary.org/summer 

6월 1일, 미션 1 

읽기 활동은 온라인 hcls.readsquared.com에 기록하세요. 

미션과 활동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완료 하실수 있습니다. 다

른 책을 읽음으로 미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월 28일, 미션 5  
q 11-17세: 일석이조(

독서와 체력 관리를 동시에 하세요. 도서관의 디지털 오디오

북 중 하나에 연결하고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세요.

q 11-13세: 중학교 진학

여러분이 중학교를  준비 할 때, 도서관이 여러분의 성공을 어

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관 온라인 자료들을 하워드카운티 도서관시스템의 유튜

브 채널에서 살펴보세요.

q 14-17세: 노을 그림

물감과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일몰을 영감으로 삼으

세요. 완성된 작품을 방에 전시하거나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7월 5일, 미션 6 
q 11-17세: 번들 가방

다음에 어떤것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나

요? 번들 백 (Bundle Bags)을 사용해서 다음

책을 골라보세요. 범주를 선택하시면 도서

관 사서들이 6 개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hclibrary.org/books-movies-music/bundle-

bag/

q 11-13세: 십대들의 이야기 및 교육

십대들이 가르치는 수학 이나 다른 멋진 주제에 대해 더 배우

고 싶나요? 도서관의 주문형 재생 목록인 TAB: Teens Talk

and Teach를 확인해 보세요. 10대들이 독점적으로 가르치는

청소년 수업 시리즈 입니다.

youtube.com/user/howardcountylibrary

q 14-17세: 역사 만들기

평범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궁금하다면, 특이한

기사들과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WeirdHistory.com

을 보세요.

7월 12일, 미션 7 
q 11-17세: 머리속 안개 떨쳐버리기

브레인HQ를 확인하여 여름의 머리 속 안개를 떨쳐버리세요.

복허벅지 근육 대신 기억력, 주의력, 두뇌 속도, 대인관계 기

술, 지능, 및 탐색 등을 훈련하고 향상시키는 개인 체육관이라

고 생각하세요.

q 11-13세: 언어 학습

당신은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까? 언어 학습

자를 위한 eResource인 망고(Mango)를 확인하세요. 아랍

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또는 사용 가능한 70개 이상

의 언어 중 어느 것이든 망고는 여러분이 곧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learn.mangolanguages.com/pathway

q 14-17세: 업사이클한 의류

여러분의 옷장에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오래된

옷들중 몇개를 멋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것

을 고려해보세요. 핀터레스트 (Pinterest)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7월 19일, 미션 8 
q 11-17세: 다음에 읽을 책을 찾으세요!

다음에 읽을 좋은 책들을 찾고 있나요? 넥스트리즈

(NextReads)를 살펴보세요. 새로 출간한 책, 베스트 셀러 

및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hclibrary.org/research/nextreads/

q 11-13세: 정원을 가꾸세요(

여러분은 정원 가꾸기가 여러분의 몸과 뇌를 운동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직접 재배한 과일, 

야채, 허브 뿐 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 이나 스트레스 저하

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정원 도구를 들고 정원

에 나가 보세요.  

q 14-17세: 코믹-콘 스스로 만들기

코믹 콘을 기념하여 여러분만의 DIY 코스프레를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려보세요.

7월 26일, 미션 9 
q 11-17세: 게임 체인저

지루한가요? 예전에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보드게임을 꺼내

보는건 어때요. 커넥트 포(Connect Four), 모나폴리 

(Monopoly), 쏘리 (Sorry) 과 같은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추억

을 만들어보세요.  

q 11-13세: 신나는 만화소설  

만화형태로 된 소설을 좋아하세요? 다양한 만화소설이 있는 

십대들을 위한 북 클라우드 (Teen Book Cloud) 를 찾아보세

요. hclibrary.org 에서 클릭 한번드로 다음에 읽을 만화소설을 

찾게 될겁니다.  

q 14-17세: 변화를 만드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웃

노인을 도와 정원 일을하세요. 이웃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세

요. 통조림 상품을 지역 푸드 뱅크에 기부하세요. 좋은 일을 하

면 기분이 좋아요.

hclibrary.org/summer 



8월 2일, 미션 10 
q 11-17세: 지역방송듣기

십대들이 전하는 책이야기 그리고 요즘에 최신 이슈들을 들어

보세요. 호코캐스트 (HoCoCast) 에서 들으실수 있습니다.  

hclibrary.org/community-education/hococast/    

q 11-13세: 건강한 간식

창의적이며 건강한 간식을 찾고 계세요?  키즈스팟 키친

(Kidspot Kitchen)과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건강

한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www.kidspot.com.au/kitchen/

q 14-17세: 직업 호기심?

다양한 직업분야들을 탐구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다양한 직업들을 탐구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Learning Express Library 사이트로 가보세요.  

www.learningexpresshub.com/ProductEngine/LELIndex. 

html#/center/learningexpresslibrary/career-center/home/

learn-more-about-a-career

8월 9일, 미션 11 
q 11-17세:  별 바라보기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행성이나 별자리 를 식별할 수 있

나요? 외계 생명체는요?

q 11-13세: 발성 향상시키기  

아메리칸 아이돌을 꿈꾸세요? 웹사이트에 있는 Artist 

Works 를 통해 무료 발성 수업이나 테크닉등을 향상시켜

보세요.  

hclibrary.org/new-a-main/a-student-middle-high-

school/

q 14-17세: 책과 함께 자동차 동반여행 

차로 장거리여행을 계획하시나요? 오디오북들은 훌륭한

여행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준비하세요! Hclibrary.org에

서 살펴보세요.

8월 16일, 미션 12 
q 11-17세:  1분의 도전  

이번 여름동안 좋은 책을 읽었나요? 그럼 1분동안 읽었던 좋

은 책에 대해 요약본을 써보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q 11-13세: 콜라주 장식

몇 개의 오래된 잡지를 구해서 다가오는 새학년에 당신이 원

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 문장, 사진을 잘

라내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

로 콜라주를 만들어보세요.

q 14-17세: 옷장 청소

개학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이야 말로 옷장을 정리하고 

스타일을 바꾸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청소 배경 음악이 필

요하세요? 프리갤

(Freegal)의 재생 목록을 살펴 보세요.

hclibrary.freegalmusic.com/home

8월 23일, 미션 13  
q 11-17세:  목표 세우기  

신학기가 다가 오면서 이제는새 학년의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잡지 및 영감을 주는 인용구를 사용

하여 비전 보드를 만듭니다. 책임을 다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드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q 11-13세: 계획 세우기 

시간을 내서 불렛 저널을  작성한후 학교로 돌아가세요.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불렛 저널을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

획을 세워보세요.  

q 114-17 세: 미래자신

당신의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이번 학년도의 목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편지를 넣어 두었다가 2022년 6 월에 꺼

내어 읽어보세요.  

hclibrary.org/sum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