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독서 여행을 따나요!

 
 
 

“여러분이 훌륭한 독서가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좋은 책 한 권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 게리 로크 주지사 

 
 

 
 
 
올여름에, 적어도 15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20분 정도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서 1주일에 5일씩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 로크 주지사님은 워싱턴주의 모든 
학생들이 이번 여름 동안에 책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근처 도서관이나 여름 학교의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적어도 20분 정도의 독서 습관을 들여 보세요. 
여러분이 즐겁게 읽은 책에 대해서 주지사님께 
알려주세요. 여름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하여 상과 상품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워싱턴 주에 사는 18세 미만의 학생은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15시간 이상 책을 읽고 
로크 주지사님께 알려주세요. 해당 학생들은 인증서를 
받으며 디즈니랜드 4인 가족 여행권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름  독자”가  되는  방법  
방학기간 동안 독서한 시간을 모두 기록하세요. 가까운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소년소녀클럽, YMCA나 
YWCA, 집, 공원, 해변 등 어디에서 책을 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워싱턴 주에 사는 18세 미만의 학생은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이나 스스로 
독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은 성인이나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가 대신 읽어주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서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15시간 이상 책을 읽은 후에는 꼭 주지사님께 
알려주세요. 인증서도 받고 상품 담청의 기회도 얻습니다!  
6월 방학이 시작하는 날부터 노동절까지 일주일에 5일 
그리고 하루에 20분씩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2004년 9월 18일까지

주지사께 독서 시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지사와  함께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

 



독서  시간을  알리는  법  
2004년 9월 18일까지 주지사께 여러분의 독서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15시간 이상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주지사와 함께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 
웹사이트(www.governor.wa.gov/summerreadingchallenge)에 가서, 안내에 따라 자신이 
읽은 시간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에서는 개인 독자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알려 주시고, 한번만 등재하세요! 

• 또는, 주지사님께 직접 편지를 보내서 읽은 시간을 알려 주어도 됩니다. 여름에 읽은 책과 
여름 독서 활동 중에 가장 좋았던 것에 대해서 써 주세요. 단체 또는 개인 독자들은 
우편으로 알려도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써 주셔야 합니다. 
주지사님의 주소는 이 페이지의 하단에 있습니다. 

• 다른 도서관이나 여름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름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당첨의 기회! 
주지사와 함께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주지사님께 제대로 알린 학생들은 
주지사님으로부터 독서 성공에 대한 인증서를 받게 
되며, 디즈니랜드 여행권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집니다.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해 보세요! 
 
주지사와 함께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에 있는 모든 지역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을 
인정해 줍니다. 지역 도서관, 여름 학교, 교회, 공원, 
YMCA나 YWCA, 4-H 클럽, 소년소녀클럽 등의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세요!  어느 곳에서 
책을 읽더라도, 주지사와 함께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그 시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Be a Summer Reader! 

Governor Gary Locke 
Summer Reading Challenge 

P.O Box 40002 
Olympia, WA 98504 

아니면,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여름 독자’가 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www.governor.wa.gov/summerreadingchallenge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