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신건강편람 DSM에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과 같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장애로 분류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 또한 자기 통제력을 중독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니 자신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 과의존 진단:12개월 사용자 중 다음의 9개 기준 중 5개 이상 충족 

* 부모님이나 선생님, 전문 기관의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게임 가이드******* 

V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V  스마트폰 게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V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V  게임을 할 때는 나와의 약속(시간, 횟수등) 이 중요해요.     

                                                                                     <출처: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지도 매뉴얼> 

좋은 책을 고르는 일, 독서의 시작 

미디어 리터러시         나의 게임 이용 습관을 정검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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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음 도서관 소식지 

송우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도서관에서 약속 

 말소리는 소곤소곤 

 발걸음은 사뿐사뿐 

 오락은 ~~No 

도서관 자료대출 안내 

 학생 : 1인 2권 

 대출기간: 7일                        

(1회 연장가능) 

 연장신청 :   

    직접방문   

 

도서관 이용시간 

 오전8:30-오후4:30  

 월요일~ 금요일 이용가능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권의 이익이 있고, 책을 하루 읽으면 하루의 이익이 있다.    -괴문절 

DLS 독서서평단 추천도서 

4월 테마 <과학, 독서> 

 



1. 제1의 필독서를 만들어라. 

2. 역사서를 기본으로 읽고 문학, 철학, 과학, 경제로 범위를 넓혀라. 

3.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을 외우고 글쓰기를 모방하라. 

4. 외국어로 독서하는 취미를 가져라. 

5. 아버지의 독서리스트를 자녀와 공유하라. 

6. 아버지가 직접 고른 책을 선물하라. 

7.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독신(독서의 신)’이 되어라               

                                                       < 출처: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중> 

E-BOOK 독서 활동 사이트 

 

 ★ 행사일: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장 소: 송우초등학교 솔내음 도서관 

 독서칼럼,독서웹툰,사사추천도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대상 분야별 추천도서-ㅊㅊㅊ청소년 책 추천 북틴넷 

*사서추천도서,책 읽어주는 도서관,WEB DB-국립중앙도서관         

 *전자 점자도서,전자책, 수어 영상 도서-국장애인 도서관 

*전자책,오디오북,전자잡기,해외전자책,동영상강좌-국립세종도서관 온라인 자료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http://reading.gglec.go.kr) E-book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https://www.library.kr) E-book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 

행사명 내용 

압화 책갈피 만들기 압화 책갈피 만들기 

당일 선착순 50명 ,점심 시간 및 방과 후 제작합니다.  

책의날 유래 알기 책의 날 유래와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시합니다. 

행운의 응모권 
당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응모권 증정 (1인 1회)를 추첨하여 [대출 3권 및  연체 

1회 무효권][문구][간식]등을 나누어 줍니다. 

과월호 잡지 나누기 지난 잡지를 나누워 줍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문장 

바꾸기 
생태 그림책’민들레는 민들레’에 이름을 넣어서 내용 바꿔 쓰기, 자화상 

그리기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 30병에게 선물을 지급 합니다. 

명문가의 독서비법-처칠 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