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위한 안내문 - Korean 
 

주 수상의 독서도전이란 무엇입니까? 

주 수상의 독서도전이란 다음을 위해 주 
수상에 의해 2004 년에 도입된 읽고 쓰기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학생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독서를 
즐기도록 만들고  

• 문해력 수준을 향상 시킴  
이 도전을 위해서 학생들은 학년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12권의 책을 읽도록 요구됩니다.  
 
이 도전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 정보를 윈하시면 주 수상의 독서도전 
웹사이트의 부모와 가족을 위한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premiersreadingchallenge.sa.edu.au/prc/pages/par
ents/families/ 
DECD 지역사회 연락 사무관에게 8226 
2756번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아이의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학생들은 어떤 책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주 수상의 독서도전 도서목록의 
책이나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목록은 주 수상의 독서도전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책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 리셉션부터 7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주 
수상의 독서도전 웹사이트의 
도서목록에서 적어도 8 권을 선택하고   
스스로 4권의 책을 선택합니다. 

• 8 학년과 9 학년 학생들은 주 수상의 
독서도전 웹사이트의 도서목록에서 
적어도 4 권을 선택하고 스스로 8 권의 
책을 선택합니다.  

•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12권의 책을 선택합니다.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책은 학교 및 공립도서관들, 서점 그리고 
온라인 도서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수상의 독서도전을 완수하면 어떤 상들을 
받을 수 있나요? 

증서 – 첫번째 해  
동메달 – 두번째 해 
은메달 – 세번째 해 
금메달 – 네번째 해 
챔피언 메달 – 다섯번째 해 
레전드 메달 – 여섯번째 해  
명예의 전당 메달 – 일곱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R4L):  
평생 독서자 증서 –여덟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 동 – 아홉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 은 – 열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 금 – 열한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 챔피언 – 열두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 레전드- 열세번째 해 
평생 독서자 증서 명예의 전당- 열네번째 해  
 
주 수상의 독서도전을 전하는 대사는 
누구입니까? 

남호주의 19명의 유명인사와 6개의 대사팀이 
주 수상의 독서도전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풋볼클럽, 애들레이드 
라이트닝, 포트 애들레이드 풋볼 클럽, 
썬더버드 네트볼 클럽, 애들레이드 풋볼클럽, 
스콜피온스 여자 크리켓클럽입니다.  
 
주 수상의 독서도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해마다 남호주 학교들의 95%에서 
120,0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주 수상의 
독서도전을 완수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12권이 넘는 책들을 읽습니다.  
 
주수상의 독서도전에 참여시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 모든 학생들에게 다독하며 다독의 
즐거움을 찾도록 격려 

• 학생들에게 독서의 초점제공  
• 성취감의 제공  
• 아이들의 독서에 부모님의 관여를 장려  
• 도서관 도서 대여 증가  
• 읽고 쓰기 능력 향상. 

http://www.premiersreadingchallenge.sa.edu.au/prc/pages/parents/families/
http://www.premiersreadingchallenge.sa.edu.au/prc/pages/parents/famil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