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여름에 성인 여름 독서 챌런지에 참가하여 여러

분 자신에게 책을 읽고, 쉬면서, 무엇인가를 배울 시

간을 주세요. 

오디오북, 전자책, 만화소설, 손으로 직접 들고 읽는 

책 등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책을 읽어보

세요 – 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은 모두 여러분의 여름 

독서 목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읽고 기록한 책 한 권당 2점을 획득할 수 있

습니다. 총 10점을 획득하면 여름 경품 추첨에 자동으

로 입력됩니다! 행운의 당첨자 10분을 선정하여 특별

한 HCLS 경품 꾸러미를 드립니다. 추첨에 참가하시

려면 8 월 2일부터 31일까지 기입 완료된 도서일지를 

하워드카운티 도서관으로 제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clibrary.org/summ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여름 독서 목록을 만들거나 우리의 추천

도서목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든 도전은 원하시

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 
성인 여름 독서 챌런지 

18세 이상    6월 1일-8월 31일

q 여름 권장 도서 목록에 있는 책 들 중에서 책을 골라 읽

으세요. hclibrary.org/summer에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q HCLS 독서 토론 그룹에 참여해보세요.

howardcounty.librarycalendar.com에서 토론 일정을 확인

해 보세요.

q bit.ly/2PPaOo9 에서 제공되는 HCLS 인종차별 반대

독서 목록중 책을 골라 읽으세요.

q 정원 가꾸기, 목공, 요리, 바느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DIY 컬렉션에서 책과 도구를 빌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bit.ly/3qDY5Sa

q 6 월은 카리브해-미국 유산의 달입니다. 카리브해 출신

의 작가 책이나 작품을 읽으세요.

q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q 자신과 다른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책을 읽으세요.

q 음악가나 음악그룹에 관한 비소설 책을 읽거나 그들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감상하세요.

q 여러분이 항상 방문하고 싶었던 세 나라를 고르세요.

그 나라들을 배경으로 삼은 책을 읽으세요.

도전목록

~ 뒷면에서 계속됩니다~

korean



q 7 월 14일은 바스티유의 날(Bastille Day)입니다: 프랑스

작가나 프랑스 출신 작가의 책을 읽으세요.

q 요리책을 빌려서 음식을 요리해보세요.

q 예술가나 예술작품에 관한 책을 읽으신 후,

bit.ly/2Nbqph2 에 있는HCLS 예술 교육 컬렉션 (Art

Education Collection)을 살펴보세요.

q 다른언어에서 번역된 책을 읽으세요.

q 친구, 동료 또는 가족을 초대하여 여러분과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세요.

q 시집이나 문집을 읽으세요.

q 나만의 도전목록 만들기

q 나만의 도전목록 만들기:

q 나만의 도전목록 만들기:

도전목록 독서 노트

이름:: 

전화 또는 이메일:   

(경품당첨시 연락드립니다.)

총점 (책 한권 당 2점):

필요하신 경우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