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6 월

가족 여러분께,
여름방학 중에도 학습을 계속하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올
여름, 모든 DOE 가족을 대상으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자책과 오디오북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잘 읽어보시고, 6 월 29 일 월요일부터 schools.nyc.gov/summerreading에도 추가 정보가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ra 와 함께 하는 독서!
전자책 리더 Sora 는 3K-12 학년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백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며, 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 속에서 본인과 다른 학생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앱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웹브라우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은 DOE 학생 ID 로 하면 되며,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려면
discoversora.com/nyc 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DOE 학생 로그인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DOE 에서 iPad 를 받은 학생은, Sora 앱이 7 월 1 일까지 자동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 galepages.com/nycdoe11 에는 뉴욕시 학교 도서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더
많은 전자책들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전자책에 접근하기 원하거나,
뉴욕주 밖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원할 경우, libraries@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시면 사용자명과 암호를 보내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언어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자료들 중 일부는 영어로만 제공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십시오.

공립 도서관 자료들도 이용하십시오!
뉴욕시 공립 도서관 시스템에서도 디지털 자료와 튜터링 플랫폼인 Brainfuse 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DOE 에서 배부한 iPad 를 비롯한 인터넷이 되는 기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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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공립 도서관. 브루클린 공립 도서관 전자 회원증을 신청하시려면
Bklynlibrary.org에서 양식을 작성 하십시오.
뉴욕시 공립 도서관은 브롱스, 맨해튼 및 스태튼 아일랜드를 관할합니다. 무료 SimplyE
앱을 통해 뉴욕시 공립 도서관 디지털 카드를 신청하려면 웹사이트 NYPL.org를
이용하십시오.
퀸즈 공립 도서관. 퀸즈 공립 도서관 전자 회원증을 신청하시려면
QueensLibrary.org에서 양식을 작성 하십시오.

유익한 독서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inda Chen
Chief Academic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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