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를 멈춰야 해요 

미디어 리터러시         댓글을 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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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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요. 잔인하게 죽이거나 괴롭히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온라인 동물학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죠. 생명 감수성은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 같아요. 동물도 인간처럼 아픔과 행복을 

느끼는 생명체이며 인간에게 학대 받은 동물을 인간이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소개할게요. 

[울지마 동물들아! ] 오은정 지음/토토북 

[너처럼 나도] 장바티스트 델 아모 지음/문학동네 

[몽땅 잡아도 돼?] 알렉스 그리피스/푸른숲 주니어 

[감기 걸린 날] 김동수/보림 

[고통받은 동물들의 평생 안식처 동물보호구역] 로브 레이들로 지음/책공장더불어 

                                                                                                   출처: 학교 도서관 저널  

1.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2.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편견이나 고정 

관념이 없는지 댓글을 쓸 때 확인하세요. 

3. 댓글을 달 때 대화할 때처럼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검해보세요. 

*댓글 작성 가이드 

1. 거짓 정보를 만들지 마세요. 

2. 어디서 본 정보인지 밝혀야 해요 

3. 감정 표현보다 사실 정보를 더 많이 써요. 

4. 인터넷은 우리의 흔적을 오래 간직해요. 

*디지털 발자국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상에 남긴 디지털 기록들을 의미해요. 인터넷 이용 습관, 어떤 

영상을 보고 글을 읽었는지, SNS에 어떤 글을 작성하고 게시물을 올렸는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어떤 홈페이지를 찾아갔는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있어요. 나의 온라인 활동 기록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해요.          출처: 어린이를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지도 메뉴얼 

https://pixabay.com/illustrations/question-question-mark-response-1015308/


*대상도서 

일반: 불편한 편의점 

청소년: 가짜 모범생 

아동 고: 5번레인 

아동 저: 소원 떡집 

포천 작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흰산 도로랑 

E-BOOK 독서 활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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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독서 토론 동아리 회원 추가 모집 

포천시 독후감 공모전  

 2022학년도 공동체 독서토론 동아리 회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평소에 

독서 및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1. 대상 : 학부모 및 교직원 

2. 인원 : 3명 내외(선착순) 

3. 활 동 시 기 : ~11월까지 

4. 활 동 내 용 : 한 달에 한 권 읽기,  월 1회 모임, 도서제공 

5. 신청방법: 학교 도서관으로 연락주세요.  

*작성기준 

-성인 . 중고: A4 2매 이상 (바탕체 

12포인트,줄간격 160) 

 손글씨:1500자 이상 

-초등부: A4 1매 이상 (바탕체 

12포인트,줄간격 160) 

-손글씨 제출 시 500자 이상 

*제출방법 

인터넷접수-포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포천시<독후감 공모전> 메뉴 또는 <팝업창> 

클릭    

*시상내역 

-시장훈격: 포천시장 

-부상: 상품권         문의: 031-538-3974 

이율곡 家의 독서 비법 

1. 독서 교육에 앞서 뜻을 세우는 교육을 하라. 

2. 재능과 눈높이에 따라 맞춤형 독서로 이끌어라. 

3. 다독과 속독보다  숙독하고 정독하라. 

4. 닥치는 대로 읽고 난독은 결코 하지마라. 

5. 교양과 전공, 선택으로 나눠 리스트를 만들어라. 

6. 좋은 문장을 메모해 집안 곳곳에 걸어 두어라. 

7. 책을 평생  동안 손에서 놓지마라. 

https://terms.naver.com/imageDetail.naver?docId=1135304&imageUrl=https%3A%2F%2Fdbscthumb-phinf.pstatic.net%2F2765_000_58%2F20181024012239011_J0DCSU8MO.jpg%2F284191.jpg%3Ftype%3Dm4500_4500_fst%26wm%3DN

