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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anguages
저희 World Languages 소장 자료들에는 소설 및 전문 도서, 

잡지, 음악CD 그리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각 도서관이 소장한 

언어의 어린이 도서는 일반 아동 도서와 함께 비치하고 

있습니다. World languages 도서는 아래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 자료는 댁이나 저희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 합니다.

피터보로 중앙 도서관  
(91 Peterborough Street)
아프리칸어, 아랍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불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그리고 인도어와 이탈리아어 잡지.

펜달톤 도서관  
(corner of Clyde and Jeffreys Road)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파파누이 도서관  
(corner of Langdons Road and Restell Street)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어퍼리카르톤 도서관  
(71 Main South Road)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아동도서.

크라이스트쳐치 시립 도서관들은 
크라이스트쳐치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의 
도서관 가입을 환영 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다양한 봉사와 전자자료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 
도서관 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합니다.



유용한 전자 언어 자료

크라이스트쳐치 시립 도서관은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무료 

전자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Mango Languages
망고는 60개 이상의 대중적인 언어들을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영어가 제2외국어인 

분들을 위한 영어 학습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ess Display
여러분의 고향 신문을 읽으세요! 이 신문 가판대는 60개의 

언어, 같은 날, 전세계2500개 이상의 신문과 잡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들은 그들 전통의 모양,내용과 함께 모든 

페이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Road to IELTS: Academic and 
General
세계적으로 인정된 IELTS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학습 코스에 접속하세요.

World Book Discover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전자 

자료.

중국어 전자책

OverDriver는 무료 다운로드와 대출이 가능한 고전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중국어 전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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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세요!
도서관가입은 무료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이나 2개의 신분증, 그중 하나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	 가까운 사람의 이름과 주소(여러분이 주소 변경후 

저희에게 통보하는 것을 잊으신 경우 여러분과의 연락을 

위해 필요함).

•	 주소 증명(단 30일 이내 작성된 것). 은행, 학교, 전기 

또는 전화 회사에서 본인 앞으로 온 서류. 주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경우 대출은 2품목으로 제한 

됩니다.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서관 카드의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온라인 계정 뿐 아니라 저희 도서관의 다양한 무료 전자 

자료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에게 

문의 하세요.

Plea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전화: (03) 941 7923
이메일: library@ccc.govt.nz
웹사이트: christchurchcitylibraries.com/NewSettlers

christchurchcitylibraries.com

To find out more, please visit 
christchurchcitylibraries.com/NewSettl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