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 흠뻑 빠져보세요!

 독서 기록지
활동 및 독서 기록지에 이번 여름에 하는 독서 활동을 기록해 두세요.  
아니면 저희 독서 포털사이트인 Beanstack에 로그인하셔서 독서 시간을 기록하고 
책 리뷰와 기타 재미있는 온라인 활동을 확인해 보세요. 독서왕이 되는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하세요
1.  nypl.beanstack.com을 방문하시거나 Beanstack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2.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미 있다면 로그인하세요.

3.  브라우저에서 Log Reading and Activities(독서 내역 및 활동 기록)를  
클릭하여 여러분의 독서 내역과 활동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앱에서 + 
기호를 탭하세요.

4.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하기 양식을 사용하여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NYPL.org/summer 
#NYPLsummer

넘겨 보세요! →

 무료 프로그램
아기,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이용해보세요! nypl.org/summer에서 
저희 캘린더를 확인해 주세요.

•  스토리 타임
•  미술 공작 시간
• STEA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미술, 
수학) 활동

•  특별 “Summer Cruise”(여름 여행) 
프로그램이 여러 지점에서 열립니다
(6월 27일부터)

•  그 외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English, español, 中文, বাংলাРусский로 
nypl.org/summer에서 제공됩니다.

이번 여름 무료 
책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저희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카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세요!

•  실제 도서관 카드를 받으시려면 신분증과 거주지 주소를 준비하셔서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 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도서 대여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버전의 도서관 카드를 받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대여를 
시작하시려면 도서관의 무료 전자리더 앱인 SimplyE를 다운로드하세요. 
12세 이하의 이용객은 카드 신청을 하려면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용하기: nypl.org/simplye

 연체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없이 어느 지점에서든 원하시는 대여를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STEAM 디스커버리 키트
NYPL의 놀라운 STEAM 디스커버리 키트로 직접 만들어보고 코딩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Bronx, Manhattan, Staten Island 전역의 30개 지점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로보틱스, 천문학, 엔지니어링, 코딩 등을 탐색해보세요 - 
nypl.org/steam

 저희 소식을 확인하세요
격주 NYPL Kids 뉴스레터가 아이들을 위한 무료 참여 활동과 기타 정보를 
여러분의 이메일로 전해드립니다. 가입하시면 이번 여름과 연중 도서관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nypl.org/nyplkids

NYPL.org/summer 
#NYPLsum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