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읽거나 활동을 
마칠 때마다 동그라미를 
채우세요!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도서관

여름 독서 도전!
2023년 6월 17일~8월 31일

0세~5세



사전 등록은 5월 15일에 시작됩니다.  
2023년 6월 17일 부터 8월 31일까지 활동을  
기록하세요. 
www.mcpl.link/read-squared* 를 방문하세요. 
이미 등록하셨습니까?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고 “지금 
우리 모두 함께 (All Together Now)”를 선택하세요. 

아직 계정이 없으신가요? “Register”를 누르고 “A Family”를 선택하세요. 
보호자 정보를 주계정에 입력한 다음 어린이(들)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무료 책을 받아가세요 (재고 소진 시까지). 

*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지역 도서관에서 종이 게임보드를 
픽업하고 도서관 사서에게 등록을 요청하세요.

0세-5세를 위한 여름 독서 활동
모든 활동은 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활동을 반복해도 됩니다. 
• ‘유치원 입학 전 책 천권 읽기’에 가입하기. 
• 친구들과 함께 동물에 대한 이야기 만들기. 
• 키우는 반려 동물, 혹은 키우고 싶은 반려 동물 그림 그리기. 
•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노래 불러보기.  
• 친절한 말을 메모지에 적거나 그림 그리기. 
• 아는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하기. 
• “Hello Friends” 또는 “The More We Get Together” 노래 부르기.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을 간식 만들기. 
• 자연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 야외에서 책 읽기. 

• “아이 스파이 (I Spy)” 놀이하기. 
• 모래나 진흙에 도형이나 글자를 그려보기.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 도서관  
2023년 여름 독서 도전! 
이번 여름의 목표는 동물, 사람 그리고 지구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책이나 활동 내용을 온라인에 기록하여  
3개의 배지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배지 1: 동물 올-스타! (반려동물이 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몽고메리 카운티 프렌즈 오브 라이브러리 (FOLMC) , 몽고메리 
카운티 동물 서비스 및 입양 센터 , 프렌즈 오브 몽고메리 
카운티 애니멀즈 (Friends of Montgomery County Animals) 는 
입양 가능한 반려 동물이 영원한 집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등록 시 무료 책을 받은 후 4권의 책을 읽거나 활동을 완료하여 동물에게 
친절함 (Kindness to Animals) 책갈피와 동물 올-스타 (Animal All-Star) 
전자 배지를 받으세요! 6월 17일 시작, 8월 31일 마감

배지 2: 친절 록 스타! (서로에게 친절하기)
프렌즈 오브 라이브러리 (FOLMC)와 만나 푸드 센터 (Manna 
Food Center) 는 우리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4권의 책을 읽거나 활동을 완료하여 워싱턴 내셔널팀 야구경기 
입장권 또는, 피딩 패밀리스 (Feeding Families) 책갈피, 친절 록 스타 
(Kindness Rock Star) 전자 배지를 받으세요! 7월 10일 시작, 8월 31일 마감.

배지 3: 플래닛티어! (지구에 친절하기)
프렌즈 오브 라이브러리 (FOLMC)와 몽고메리 공원 재단 
(Montgomery Parks Foundation) 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 
몽고메리 카운티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4권의 책을 읽거나 활동을 완료하여 수료증과, 프렌즈 오브 
라이브러리(FOLMC) 서점 도서 상품권, 지구 에너지 공급 (Power the 
Planet) 책갈피 및 플래닛티어 (Planeteer) 전자 배지를 받으세요!  
8월 7일 시작, 8월 31일 마감.
독서 경품은 소진될 때까지 배부되며 2023년 9월 8일까지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도서 목록은 www.mcpl.link/summer-reading 을 
방문하십시오.

이벤트 일정은 https://mcpl.libnet.info/events 를 방문하여 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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