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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PUBLIC LIBRARIES, 가을 리터러시 축제 개최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 (2022년 11월 3일) -- OC Public Libraries은 조기 및 가족 리터러시를 기념하여 

Lisa Bartlett 제5지역구 감독관과 함께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Aliso 

Viejo 도서관에서 가을 리터러시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특별 행사는 온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특징으로 하며 도서관과 리터러시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5지역구와 카운티 전역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읽고 쓰는 

능력과 평생 학습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을 즐기도록 격려합니다"라고 Lisa Bartlett 제5지역구 

감독관은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포함하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많은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E.B. White 작 샬롯의 거미줄 저는 또한 

미스터리에 열광한 팬이었고 Nancy Drew의 미스터리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OC Public Libraries과 오렌지 카운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나중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리터러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와 가정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독서는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가족들이 서로 교감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Bartlett는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랑하는 어린이 책의 캐릭터 라일, 라일 악어와 만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악어 공예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굴 화가는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리터러시를 살릴 것입니다. 기본 행사에서는 특별 손님인 

작가 Jennifer Holm과의 특별한 만남과 인사를 제공합니다. 참석한 가족들은 재고가 있는 한 Holm가 

가장 최근에 집필한 도서 “Once Upon a Messy Whisker”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Jennifer Holm은 세 

차례나 뉴베리 명예를 수상한 작가이자 베이비 마우스 Baby Mouse 시리즈로 유명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Aliso Viejo 도서관은 1 Journey, Aliso Viejo, CA 9265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ocpl.org을 방문하거나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에서 OC Public Libraries를 

팔로우하십시오. 

보 도 자 료 

오렌지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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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PUBLIC LIBRARIES 소개: 1921년에 설립한 OC Public Libraries (OCPL)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32개의 분점, 2개의 모바일 도서관, 오렌지우드 어린이집에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CPL은 24개 시티 전체에 걸쳐 160만 명 이상의 다양하고 증가하는 인구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CPL의 임무는 "우리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비전은 "열린 문,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OCPL은 고객들이 성공하고, 

배우고, 탐험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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