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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너하임 초등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 자료 

 

우리는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에서 파트너가 제공하는 

도서,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자료가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조정하여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커브 사이드 픽업, 가상 독서 

프로그램, 이야기 시간, STEM 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 직원들은 무료 도서, 학용품, 

STEM 공작 준비물을 애너하임시 전역에 있는 급식 배포 장소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귀 자녀와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다가올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브 사이드 픽업 

 도서관 이용 고객은 도서 목록, 전화, 혹은 커브 사이드 픽업을 통해 도서, 

DVD, 비디오 게임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여러분의 도서가 픽업 가능하면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도착하셔서 도서관에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책을 카트에 담아 

주차장으로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정,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나 일반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도서관 

직원이 전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중앙 도서관(Central Library) (714) 765-1880 

• 캐년 힐스(Canyon Hills) (714) 765-6444 

• 이스트 애너하임(East Anaheim) (714) 765-3887 

• 유클리드(Euclid) (714) 765-3625 

• 해스켓(Haskett) (714) 765-5075 

• 이동 도서관(Mobile Library) (714) 765-1738 

• 선키스트(Sunkist) (714) 765-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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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 

도서관 건물은 닫혔지만 자료는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학생은 집에서 무료로 학교에서 발행한 사용자 

이름으로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의 많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자 도서와 오디오북을 여러분의 기기에 cloudLibrary 앱으로 다운로드하세요. 

 학생이 숙제 도움이 필요하면 Brainfuse로 온라인 튜터와 연결하세요. 

 Pronunciator로 이중언어 몰입을 연습하고 100가지 이상의 언어 자료에 접속하세요.  

 TumbleBooks를 통한 어린이를 위한 흥미로운 교육적 따라 읽기 

 AESD 학생을 위한 서비스 전체 목록을 Anaheim.net/ACES에서 확인하세요. 

 

여름 독서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에서 올해 2020년 6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 독서 프로그램인 ‘더 

깊게 파자: 읽고, 조사하고 발견하자!(Dig Deeper: Read, Investigate, Discover!)’를 

시작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이 그들의 독서 목표에 다다르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상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READsquared 앱을 다운로드받으시거나 

anaheim.readsquared.com에서 독서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AnaheimLibrary, 그리고 소식지인 

Anaheim.net/LibraryNews로도 소식을 받으셔서 가상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공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 공립 도서관 웹사이트 Anaheim.net/ContinuedServices에서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 전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 크리스토퍼 다우닝 박사 

 

https://ebook.yourcloudlibrary.com/library/AnaheimPublicLibrary/Browse
https://www.brainfuse.com/highed/helpNow.asp?a_id=A261C51C&ss=&r=
https://learning.pronunciator.com/getstarted.php?library_id=20168
https://www.tumblebooklibrary.com/Home.aspx?categoryID=77
http://anaheim.net/1105/Online-Resources
https://anaheim.readsquared.com/
https://anaheim.net/5199/Sign-up-for-Library-News
https://www.anaheim.net/591/Information-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